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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존경하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님，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설 전 

문가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갖고 먼 곳에서부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먼저， 제 31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3회 폐기물 처리 및 재 

활용 워크갚을 오늘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렇게 저희 

연구소에 오신 것을 진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일상 생활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이용하게 되는 물질적 혜태과 풍요로 

움을 누려 왔으나， 이 성장과정에서 자원의 다량소비로 인한 고갈현상과 

제품의 제조 과정 뿐 아니라 사용 후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 

의 오염과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미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었다는 사설을 모두 잘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무 

해화 처리와 재활용은 삶의 터전을 깨끗이 해야한다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환경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수업대체라는 측면에 

서 우리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경제위기의 한 해법으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이나 지상에서 들어온 경제위기의 해법과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도 누 

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 

심을 갖고 각자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을 찾아 해결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자원연구소도 국내 유일의 지구과학 종합연구소로서 지난 70여년간 

지구과학 연구와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분야에서 기여해 

왔습니다만， 오늘의 문제인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 리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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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활용에 대한 연구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각종 폐자원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과학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지도자들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과학데이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라를 되찾겠다는 애국 

심으로 과학 대중화 행사를 기확한 사질을 기억하며， 또한 모든 국민이 얼 

상에서 과학을 하는 마음을 갖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도로 과학기술처 창립일을 기하여 과학의 날을 제정한 의도를 

생각해 보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오늘과 같이 전문가들 뿐 만 아니라 일상 

에서 환경문제와 재활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 

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일이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리 

가 마련 될 때에 과학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었게 될 줄 압 

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 근원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이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우 

리모두가 추억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며 그 동안은 본 워 

크갚아 꾸준히 개최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한국자원연구 

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4월 23일 

한국자원연구소 소장 이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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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펴l 기물 쩨활용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문제점 

。

이 형식 처장 

한국자원쩨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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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자원화의 필요성 

폐기물의 자원화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되자 

에너지 자원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였다. 폐기물은 사용 후에 폐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인식하여， 에너지 자원， 물질자원으로 회수 재이 

용하는 폐기물 관리정책의 주요한 방안으로 정립되게 되었다.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한 것이며， 결코 무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천연자원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된다면 자원의 고갈은 앞당겨 질 

것이다. 이러한 자원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을 억 

제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도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자원재순환형 사회의 

시스템 구축이 펼요하게 되었다. 

폐기물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재질상의 복잡 다양화로 적정한 처리방 

법을 모색하기도 쉽지만은 않게 되었다. 매립장 건설 및 소각장 건설과정 

에서도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여 입지를 반대하는 

NIMBY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향은 첫째로 발생량을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이고， 둘째로는 재활용을 통한 감량화， 자원화가 필요할 것이 

며， 셋째로는 에너지 회수 이용이 가능한 소각로에 의한 소각처리이고， 넷 

째가 최종처리 개념인 매립이라고 생각한다. 

폐기물의 자원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가. 자원의 절약 

천연자원의 절약을 들 수 있다 광물자원， 산림자원과 같은 천연자원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수십 년이 지나야 자원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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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되는 것이다. 잎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자원을 통한 천연자원의 

절약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 

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 만큼에 따라 수입대체 효과와 자원절약을 하 

게 될 것이다. 

나. 최종처리 물량의 감소 

매립 · 소각 등 최종 처리해야할 양을 줄여 주므로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폐기물의 양적 증가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증 

가 등 물류비용과 처리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대량으로 발생되는 

산업체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을 통한 감량화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환경오염의 방지 

재자원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방지효과를 들 수 있다. 미국의 EPA의 보 

고서에 의하면 폐지를 종이 원료로 활용할 경우 신제 펄프 사용시보다 수 

자원 60%, 에너지 70%를 절감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 73%, 수질오염물 

질 44%, 공정상의 폐기물 39%를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의 방지효과가 있 

다고 되어 있다. 

라. 처리시설의 수명연장 

폐기물 매립지의 수명연장 및 소각장 건설 소요를 줄일 수 있다. 완전한 

위생매립이나， 공해 방지가 완벽한 소각로를 건설， 운영하게 되면 투자비와 

운영비가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재활용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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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의 경제성 

폐기물의 재활용은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경제순환과정에 재투입하여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활용은 퇴장하는 폐기물을 회수 

하는 수거과정， 폐기물의 물리적 · 화학적 성질을 변형시키는 가공과정과 

수요처로 공급하기 위한 유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폐기물의 재활용형태는 재사용 열회수 물질회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재사용(Reuse)은 폐기물을 수거된 형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고 

열회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물질회수는 폐기 

물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맥 

주병을 회수하여 다시 새로운 맥주를 주입하여 사용하거나 맥주병을 가정 

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에 속하고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 

하는 것은 열 회수에 해당하며 폐지를 종이 원료로 사용하거나 폐스티로폴 

을 인조목재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물질회수에 의한 재활용에 속한다. 

경제성의 개념은 단순히 하나의 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의 비 

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경제활동은 수행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인 

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이로부터 산출물이 발생한다. 비용은 

경제활동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으로 구성되며 경제활동의 수행결과 발생하 

는 산출물이 편익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비용과 편익의 범위를 어디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은 사적 경 제 성 (Private Economic Feasibility)과 사회 적 경 제 성 (Social 

Economic Feasibility)으로 구분된다. 사적 경제성 평가는 비용과 편익의 

범위를 그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에서 귀속되는 비용과 편익에 한정하 

며 사회적 경제성 평가는 비용과 편익의 범위를 사적비용과 편익 이외에 

제3자에게 발생하는 외부편익과 외부비용에까지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사 

회적 경제성 평가회계상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재무적 수익성 분석 

(Financial Profitability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고 사회적 경제성 평가 

는 경 제 적 타당성 조사(Economic Feasibility study)의 방법 으로 사용한다. 

ζ
 니
 



11. 회수처리 질태 

1. 폐윤활유 

‘97년 현재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등록된 재생업체는 22개로 전국적 

으로 분포되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폐윤활유는 이들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윤활유 제조회사로부터 5，000원/드럼의 처리비를 받고 있 

으나， 처리할 물량에 비해 재활용업체의 처리용량이 많아 수급에 다소 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회수되는 윤활유의 범위도 카센타， 세차장 등에서 발생되는 

자동차의 엔진유， 기어유에서 연근해 선박 둥에서 사용되는 선박유까지 확 

대되고 있다. 폐윤활유 처리업체로부터 정제 처리된 폐윤활유는 화력발전 

소나 산업체에서 연료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1. 폐윤활유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단위 : 드럼) 

연 도 91 ’92 ‘93 ’94 ’95 ’96 비고 

신 생산량 1,138,254 1,405,525 1,411 ,757 1,509,065 1,578,459 1,620,832 

τ。r 수입량 5,702 4,780 3,170 5,000 8,270 14,258 

활 수출량 

* 국내수요 1,144,016 1,410,305 1,414,927 1,514,065 1.586.729 1,635,090 

폐 발생량 743,616 916,698 919,703 984,142 1,031 ,374 1,062,809 

τ。r
회수량 

활 
177,551 311 ,398 458,802 602,079 738,677 874,511 

T。T 재활용량 85,143 282,486 510,489 636,233 790,564 86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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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폐윤활유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 가입한 우리 나라 제지회사는 106 개사로 거의 모 

든 제지회사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회사가 

27 개사로 전체생산량에서 60-70 %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표 2. 고지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단위 : 천톤) 

’91 ’92 ’93 ’94 ’95 ’96 비고 

생산량 4.922 5.504 6.021 6.880 7,341 8,028 
신 
수입량 413 489 494 562 697 676 

지 
수출량 458 602 695 952 994 1,384 

국내수요 4,867 5,281 5,837 6,549 6,887 7,216 

발생량 4,867 5,281 5,837 6,549 6,887 7,216 

고 회수량(국내) 2,094 2,325 2,701 3.305 3,662 3,944 

지 
-까「‘ 。닝l 2J= 1,550 1.608 1,542 1.399 1,283 1,477 

재활용량 3,644 3,933 4,243 4,704 4,945 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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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제지공장은 원료로 고지와 펄프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 

지공장은 고지 재활용 업체로 간주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고지의 재활 

용율은 타재활용품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8αB 

_____ 6α)() 

뱉 4αE 
2α)() 

O 

I [J맨}뭘캘랄 .iH활흥흩R 

’91 ’92 ’93 ’94 ’95 ’96 

(연도) 

그림 2. 고지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3. 유리병 

‘97년 현재 유리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유리병 재생관련업체는 18개의 수집 

업체와 17 개 재생처리업체가 있고 이들이 처리하는 양은 전체 재생처리업체 

가 처리하는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실제 유리제품은 크게 판유리， 유리병， 식탁， 주방용기 및 전구， 조 

명， 이화학기기 등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이 중 80 % 이상을 유리병이 차 

지하고 있을 뿐더러 수거되는 폐유리의 대부분도 유리병이기 때문에 재활 

용량 통계도 폐유리병 위주로 되어 있다. 

‘96년 이후 재활용량은 폐유리 지정처리 대상업체들이 환경부 및 통상부 

에 보고한 유리병파， 공장파， 판유리파의 합산량이다. 

。
。



표 3. 유리병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단위 톤) 

’93 ’94 ’95 ’96 비 고 

생산량 700,700 874.756 872,178 819,740 
신 수입량 11,872 13,499 11,801 10,880 

* 수출량 5,753 2,703 20,461 58,310 
리 

국내수요 674,644 926,749 784,673 770,610 

폐 발생량 674,644 926,749 784,673 770,610 

T。r 회수량 306,510 

리 재활용량 304,000 422,000 440,000 475.660 

l 따폐발생랑 .재활용량 j 

1000000 
800000 

l뻐 
600000 
400000 
200000 

O 
'93 '94 ’ 95 '96 

(연도) 

그럼 3. 폐유리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4. 폐타이어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등록된 지정수거업체수는 22개 사로 각 수거업체 

는 소규모이지만 자체 조직을 가지고 폐타이어를 수거 · 처리하고 있다. 

처리 지원금은 대형 500원/개， 중 · 소형 150원/개， 이륜타이어 50원/개로 

협회가 지급하고 있고 95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타이어 발 

생량의 약 70 - 80 %가 이들 지정수거업체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Q 

υ
 



표 4. 폐타이어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단위 : 천개) 

’92 ’93 ’94 ’95 ’96 비 고 } 

신 생산량 38,048 42 ,960 48,698 53,412 57,779 

타 끼 /’-• 。닙1 362 313 509 702 

이 ~λr ~ 22,931 26,352 30,054 33 ,431 39,558 

어 국내수요 15,415 16,125 17,944 17,898 18,253 

폐 발생량 0,860 2.167 2,770 3,960 5,388 

타 회수량 3.940 6,475 8,002 11 ,136 10,741 

이 -까r '?d 2J= 

어 재활용량 3,1 28 6,1 23 8,207 11 ,003 10,782 

표 5. 이용방법별 국내의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단위 : 천개， %) 

끓끊딴~쪽도 1992 1993 1994 1995 1996 

-거r 능 ~ (3 2.967) (8 9.576) (9 9.7이5 

협횡 토목공사 ( 4734837) ( R795582) ( 7640830) ( 660 5.379) 

-까J一‘ 계 a&떳 ( 4777457) &’總 ag3? ( 769 5174) 

시벤 E 킬른용 (1 1.250) 

용。척j 건류소각 (20 6.349) (11 7.390) (3 3.294) (2 3.085) l | 

-까i、- 계 (20 6439) (11 7.390) (5 4.444) 

재생타이어 ( 1121.010) 

~ì흉 
고무분말이용 (4 1.450) (8 6.846) ( 112I.540) ( 11.34.882) 

맛줄은 기타 (4 1.592) (3 l.924) 228 237 281 
(2.8) (2.1) (2.6) I 

-λ.L..、 계 (9 2.942) (11 9.124) ( 223 5587) ( ?27 9.653) 

합 계 &bg§ 6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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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폐타이어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표 6. 이용방법별 구미 각국의 폐타이어 처리현황 

(단위 : %) 

꿇월폰론01= 재생타이어 열이용 분말，기타가공 미처리 

‘90 13.1 10.0 23.8 53.1 
효라~~ 

‘94 23.0 9.8 7.4 59.8 

‘90 18.0 37.7 10.8 33.5 
E-E1L 일 

‘94 16.7 32.0 19.3 32.0 

‘90 6 .1 24.6 19.7 49.6 
네덜란드 

‘94 25.4 12.8 8.2 53.6 

‘90 27.9 13.9 8.7 49.5 
이탈리아 

‘94 30.8 9.8 8.2 51.2 

‘90 24.6 7.7 10.7 57.0 
여Q 국 

‘94 24.6 29.5 18.9 27.0 

n 



5. 폐플라스틱 

가. 범용 플라스탁 

플라스탁 통계 자료는 플라스되 제품의 다양한 용도 품질 및 수명 둥으 

로 조사한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어 통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어 

려움을 감안하여 환경부，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플라스틱 관련 자료를 상호 보완하여 통계를 하여 보면 아래 표들과 같다. 

표 7. 폐플라스탁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단위 : 톤) 

구 긴 Hr ’90 ’91 ’92 ’93 ’94 ’95 ’96 

생산량 2,732,019 3,513,738 4,831,041 5,420,215 5,914,938 6,276,445 6.817.6CJ7 

신 수출량 456，앓2 490,410 547，Z웠 595，없5 663,958 2,683,492 3,024,355 
제 

면% 수입량 71 ,508 96,400 140,520 104,394 129,641 149,733 171,170 

국내수요 -12，593，αm 2，CJ72，αp 3，136，αm 3,734,261 3,742,688 3,964,512 

확폐 
발생량 1.885αm 2.031αm 1 없3αx) 2，392，αx) 2，769，αm 2，800，αx) 3，020，αx) 

재활용량 176，αm 174，αm 173，αm 207，αm 374，αm 440，αm 487，αx) 까、 

12l (비 율) (9.3) (8.5) (8.9) (8.6) (13.5) (15.7) (16.1) 

나 폐비닐 

여기서 폐비닐이라 함은 학술적 용어로써는 적절치 않으나 통상 농촌작 

물의 보온용으로 사용되어진 펼름류의 각종 플라스틱을 일걷는다.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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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플라스틱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표 8. 폐비닐 발생량 

(단위 : 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비 고 

총 계 80,424 78,977 81 ,108 92,694 9l.769 93,118 

LDPE 47,348 44.466 48,024 56,155 57,509 58,115 

HDPE 22,979 22,485 2l.699 22,890 22,306 20,922 

PVC 5,183 6,232 7,488 6,472 6,472 6,314 

EVA 4,914 5,153 6,161 5,482 5,482 7,767 

| 디 LDPE • HDPE 口 PVC 口 E파] 

70000 
60000 
50000 

교 400때 
~ 30000 

20000 
10000 

o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연도) 

그림 6. 농업용 플라스틱 펼름 발생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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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사의 연도별 폐비닐 수거 · 처리 현황 

(단위 : 톤) 

1 A-~ 거 처 리 

실 적 실 적 
구분 비율 비율 재고 

계 획 
계 

기 
(%) 

계 획 
계 

기 
(%) HDPE LDPE HDPE LDPE 

타 타 

‘앙’ffi 2!:D,110 2a3,138 00.4 212,45) 193,:Hì 91.0 32，까xì 

1990 ED，α)Q 47，잃4 9,aì8 31,948 6,163 94.8 34,Em 35，~용 3，연3 25,IDl 6,100 102.0 51,004 

1991 53,000 ED,919 10,622 J7,Z2'i3 3，αE 96.1 34，갱O 42,gJ7 4，않영 35，잃3 3,185 125.3 ~，21O 

1992 54，α)Q 52,191 9,fæ 36,261 6,2ffi 96.7 44，호% 41,540 5,2'23 :J:l,861 5,.fiì 93.6 ffi,861 

1993 f6，αxl 58，~ 13,262 36,784 8,413 1여4 f6，αm 41,007 8，6，;η 24,463 8,517 74.3 86,716 

1994 '31，αm 47,218 15，연3 31,401 얘4 82.8 46，αm 25，끊 7,7æ 16，싫5 1,412 55.6 100，연9 

1995 '31，αm 42，짧 12,651 ~，002 16 74.2 52,000 28,954 5,8JO 23,154 -1 55.7 121，앉)2 

1996 '31，αm 44,891 14,400 :J:l,136 349 79.0 '31，αm 38,Em 11,451 23，얘O 3,700 õ1.7 1Z7,ffi4 

111. 자원화 방법 

폐기물의 자원화는 재이용(Reuse)과 재생이용CRecycling)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재생이용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재생이용 방법 

에는 펼수적으로 Sorting Process가 필요하게 되며， 세부적으로 Material 

Recovery 또는 Energy Recovery로 나눠볼 수 있겠다. 

1. 폐플라스틱 

가. 분리선별 기술 

o 건식 비중선별 

- 풍력선별 

· 공기의 흐르는 방향을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 비중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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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된 플라스틱은 형상 및 비중이 비슷하여 선별효과 저조 

· 단일수지별로 선별 및 이물질 완전 
제거후 용유압출， 성형 

. PELLET 생산， 상용화된 기술 

· 단일수지로서 약간의 이물질 함유 
· 용융압출성형，정화조，함지박，건축자재 생산 

· 폴리오레핀계 수지로서 폴리에틸렌 
필름과 플라스틱류를 일정비율 

혼합재생 | 혼합하여 용융 재생 
· 목재대용품， 토목건축자재 생산 
· 일부 상용화된 기술 

· 폐수지에서 용매를 넣어 일정온도까지 
가열하여 POLYMER 생산 

· 연구개발중이며 실증사례 없음 

'PVC계 수지를 제외한 폐플라스틱과 

종이 목재둥 가연물을 혼합， 가열압출 

· 발열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연소시 대기오염 및 생산제품 시장성 불투명 

에너지 

회수이용 

· 염화비닐 수지 이외에 폴리에틸렌계 
수지를 분쇄 · 용융하여 무산소 상태 

열분해 | 에서 간접가열 열분해 
· 오일회수， 선별비용절감， 대량처리 
• 경제성에서 불리 

· 폐열이용， 대기오염， 공해방지 

그림 7.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개요 

퍼
 



유동층 선별 

· 분쇄한 혼합폐플라스틱을 회전원판상에서 원심력을 이용분리 

O 습식 비중선별 

부상 침전분리선별 

· 물보다 비중이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의 선별에 사용 

하이드로 사이클론 선별 

· 사이클론의 원리와 플라스틱의 비중 차로 분리 선별 

O 전자·정전선별 

- 전자분별 : 자력에 의해 플라스틱중의 철분을 제거 분리 

• 와전류분별 : 와전류로 알루미늄 동의 비철금속 제거 

정전분별 : 정전기의 흡인력을 이용 분리 선별 

분리 

나. 폐플라스되 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 플리머의 리싸이클을 위한 재활용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림 7과 같다. 

기술의 1=l ;: '--
τCìT τ: 각국마다 

다. 농업용 멀칭폐비닐(재생공사 시화공장) 

O 사업의 .2..7-4 
-, -. 

: 농업용 폐비닐의 재생처리로 토양오염방지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한 국가 경제에 기여 

o 소재지 

등 국토환경보전과 

: 경기도 시흥시 정와동 시화국가공업단지 1마 506(3，500평) 

* 공사에는 총 4기의 농업용 멀칭폐비닐 재생공장을 운영중임 

O 시설설치 개요 

- 공사기 간 : ‘95.1 .9 - ’95.12.20 

소요금액 : 7 ，94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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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 처리능력 2.5톤/시간(년간 6，000톤) 

o 근무인원 : 37명(일반직 8명， 기능직 29명) - 2교대 근무 

파쇄세척 뻐 탈수용융 재생원료 | 재생업체 
--> 

(3회) 압출 (pellet) 二。묘二 t그j 

흙， 이물질 l• 재이용，종말처리 
(90%) 

폐수처리 

응집，침전 방류(15%) 

재이용(85%) 

그림 8. 농업용 폐비닐 처리공정도 

라. 폐스치로폴 재활용 방법 

O 일반적 특징 

- EPS는 PS수지에 탄화수소가스를 주입한 발포 제품 

체적의 90%가 가스이고 나머지 2%정도가 수지임 

- 중량에 비해 50-100배 정도의 부피를 갖고 있음 

- 수집운반에 따른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5톤 트럭 6대분 • 1톤) 

감용기를 설치하여 발생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물질 

다량 함유로 재생업체 사용 기피 

η
 



표 10. 폐스티로폴 재활용방법 

재활용제품 재활용방법 용 도 

O 성형품을 파쇄하여 압출기에 넣어 펠릿화 합성목재， 완구， 문구， 일l 
재생수지 o 성형품으로 1차 감용한 ingot(block)를 분 반잡화， Vπ~ case, 사출 
(PC수지) 쇄기 펠릿화 성형품， 액자， 욕실발판둥 

O 사출성형 

블 럭 
o granule을 직 접 압출기 (가열， 용융)에 넣 식기， 벤치， 의목， 주차멈 
어 블럭화 추기둥 

증기가열 성형품 O 분쇄품을 1000/0 또는 신재와 혼협하여 성형 재생단열재， 포장재로 사용 

o 재생펠릿을 SM에 녹여 발포가스를 주입 재생스티로폴 원료 
재생비드 하여 재함침하여 다시 bead로 만든 후， 

(bead) 발포 성형하여 비교적 양호한 물성을 가 

진 재생발포제 제조 

o 직경 3-4mm의 분쇄입자를 토양에 정원， 잔디밭， 골효장 둥에 

토양개량제 10-15% 혼합하여 토양의 보수성 및 통기 실용화 
성을 향상시켜 식물의 성장을 촉진 

o 분쇄품에 약간의 시벤E를 혼입하여 경량 고E즈표자 。

성토재 
성토재로 사용 

o 분쇄품을 그 자체로 포장하여 성토재로 
사용 

몰탈혼합재 
o 직경 3-4mm의 분쇄품과 안정제를 혼합 
하여 몰탈재료로 활용 

경량콘크리 E 
o 직경 5rnm이하의 분쇄품을 시멘E ， 모래 

와 혼합하여 경량 콘크리 E로 활용 

마. 벨지움의 ]ET사 흔합 폐플라스틱 재생 

O 폐플라스틱을 연질필름과 경질플라스탁으로 분류 

O 분쇄 및 이물질 제거하고 건조한 후 Silo에 저장 

O 연질펼름과 경질플라스틱을 그레늄화하여 일정 비율로 자동 배합 

O 용융압출하여 성 형 가공함 

O 생산제품의 용도 : 공원벤치， 경계말뚝， 패널， 방음울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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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Magnetic 

Protection 

Hard 

PLASTICS 

Magnetic 

Protection 

Shredder 

Agglomerated 

Grinder 

Magnetic 

Protection 

Storage Silo 

Storage Silo 

그림 9. JET사의 혼합 폐플라스퇴 재생공정 

바. 열분해 유화환원(일본의 후지리싸이클) 

O 전처리 프로세스 

• 반입된 폐플라스틱을 조파쇄， 자성금속과 알루미늄 분리제거 

풍력선별기로 비철금속 및 Glass 모래 등 비중 큰 물질제거 

- 작게 파쇄하여 진동선별기를 거쳐 저장 Silo 저장 

O 유화처리 프로세스 

- 용융압출하여 혼합조로 투입 

열분해조에서 탄화수소로 되어 탈염조에서 잔류염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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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제올라이트 촉매 (ZSM-5) 반응 

O 회수물질 분석 

생성유의 /- 。

T걷r 

· 분 해 유 : 85% • 재 정 제 

· 분해가스 : 10% • 자체가열연료로 활용 

·잔 사 5% 

생성유의 성분 

· 가솔린 유분 : 50% 
<=0 rlO Otl o Tr, '6 Tr, Tr T 50% 

그림 10.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사. 폐플라스틱을 제강회사의 고로에 활용 

O 전처리 프로세스 

독일 Stahlwerke Bremnen(SB사)에 착수됨 

일본 NKK사에서 종합 리싸이클 시스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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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스템의 개략적 개념 

- 고로에서 철광석과 코크스를 교대로 투입 

- 예비가열에 의해 철광석과 1,1000C - 1,250 oC 도달단계에서 폐플라 

스틱을 고온 Zone(2,l000C) , 3.571 압의 Blower 흡입 

- 폐플라스틱은 중유와 병용 

폐플라스틱은 Agglomerate를 사용하여 투입조건을 향상시킴 

- 폐플라스되은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분해되 

어 산화철을 환원 

폐플라스틱 1kg의 발열량 = 중유 1 Q , 석탄 2kg에 상당 

o Cost down의 Merit 

- 제강회사에서 코크스 대용으로 활용하므로써 코크스 사용량 대체 

- 철의 품질에 아무런 문제점 없음 

DSD측의 Merit는 새 로운 안정 된 대 량처 리 가능 

- 대량처리 확보와 처리 코스트가 저렴함 

o SB사의 Cost Merit 

70，000톤/년 중유절감 

DSD의 처리비 입금 

계 

1 ，000만 DM/년 Cost down 

100만 DM/년 

1 ， 100만 DM/년 Cost down 

긴
 



IV. 결 론 

폐기물의 재활용은 IMF 상황을 맞이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업무임에는 틀림없으나 원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 

승 등으로 폐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상숭함에 따라 나타난 임시적 현상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재활용산업이 구조조정을 통한 재활용 기본체제의 정비가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이러한 호기도 일시적인 현상에 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활용산업의 기본체계는 분리수집체계의 효율성， 체계화된 선별시스템， 

경제성 있는 기술력， 재활용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며， 소비시 

장을 확보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마련되므로써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재활용산업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제성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도 다양한 재활용 사업이 진행되 

고 있지만 경제성을 고려한 기술력의 낙후로 창업과 폐업의 붙임이 심한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재활용산업발전을 위해선 정부， 국민， 기업 

이 주체가 되어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재활용시스템의 체제 재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게 될 때 재활용의 필요성은 국민적인 공감 

대를 얻고，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의 기대효과에 부응하리라 전망된다. 

% 

ι
 



말표 2 

충청남도의 폐기물 처리 

및 쩨활용 현황 

김 종인 계장 

충청남도 청소행정계 

잃
 



I.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현황 

가.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 

1)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성사 

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 

한다.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여기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 

물”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공 

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 

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 이 

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사업장폐기물 

공장으로서 배출시설폐기물 

지정폐기물 

1일 평균300kg이상 폐기물 

1회 1톤이상， 1주1톤폐기물 

그림 1. 폐기물의 분류체계 

엉
 



2) 폐기물의 관리체계 

생활폐기물은 시장 · 군수가 기본적인 관리책임을 지는 반면 사업장 폐기물 

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종류 · 성상별로 분리 보관 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여 

야 한다. 

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1)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충청남도 생활폐기물의 총발생량은 1 ，692톤/일이며 매립 1，007톤/일， 소각 

215톤/일， 재활용 470톤/일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단위 :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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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9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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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8，040톤/일이며 매립 4，571톤/일， 소각 444톤/일， 
재활용 3，025톤/일으로 처리되고 있다. 

(단위 :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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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97년도) 

다. 폐기물배출 및 수집운반처리체계 

충청남도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수집 운반처리하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다 
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처리 하여야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수집 · 운반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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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폐기물은 매립 · 소각대상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공주시 등 9개 시 · 군에서는 직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천안시 등 7개 시 · 군은 일부 또는 전지역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각각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으로 

제외한 폐기물을 

담아 대문앞에 내어놓으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1) 생활폐기물(매립 · 소각대상 폐기물) 

가정에서 배출하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종량제 

폐기물중 

환경미 

있으며，아 

규격봉 

후 매립 · 소각처리하고 

규격봉투에 

수거 화원이 손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은 옥외에 청소용 박스나 일정장소에 설치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일수거 하는 배출토록 하고 투를 사용하여 

있다 

2)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가구류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시장 · 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 

등으로 

부
 

나
 
닙
 

료
 슈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읍 · 면 · 동에 신고하여 

내어놓아 부착 후 배출일자 및 배출장소에 한 후 또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야 한다. 

3) 재활용품 

충청남도에서는 재활용품을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5 

종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배출방법은 시 · 군 및 주거형태에 따라 

2 - 5종으로 분리하여 배출일자 및 배출장소에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출된 재활용품은 수거 후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배
 

품목별로 분리 · 선별작업 

을 거친 후 재생공사나 재생공장 등에 매각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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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인력 · 장비 및 시설 

1) 청소인력 

충청남도의 ‘97년말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인력은 1 ，607명으로 이들에 대 

기본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 등 공무원과 대등한 수준의 한 처우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청소장비 

청소장비는 쓰레기 수집 · 운반용 차량과 재활용품수거차량， 중장비， 손수 

레 등이 있다. 

표 l. 청소장비 현황 

청소관련차량 
구 분 

계 청소차량 
재활용품수 중장비 손수레 

거차량 

수량(대) 362 334 28 23 605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1개소， 위생매립시설 

8개소가 있으며 2001년까지 167M 시 · 군에 1개소씩의 위생매립시설을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또한 2002년까지 

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중대형으로 11기 

3) 처리시설 

‘97년말 운영되고 있는 

표 2. 처리시설현황 

매립시설 소각시설 

구분 
계 

10톤/일미 10톤/일이 
위생 비위생 계 

만 상 

개소수 94 8 86 221 220 1 

m 

ω
 



2. 폐기물 관리방안 

가. 폐기물 관리 기본방향 

폐기물 관리는 우선적으로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는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 기본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폐기물을 자원화는 것이며， 셋째는 발생된 폐기 

물의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있다. 

나. 생활폐기물의 관리목표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단계인 생산， 유통， 소비과정 

에서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도민의 절약운동전개， 장바 

구니 사용하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 제품의 과대포장 안하기 및 발생된 폐 

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고품 고쳐 쓰기 운동 등과 병행하여 

알뜰시장 운영 등을 통한 다시 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97년도 27.8% 

인 재활용율을 2001년에는 35%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다. 

재활용되지 않고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 

리시설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위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위생매립시설을 시 · 군별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재 12.7%인 폐기물의 소각율을 30%까지 소각할 수 있는 11기의 중 · 대형 

소각시설을 2002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ll. 폐기물 최소화 · 자원화 

1. 폐기물 재활용 

가. 폐기물 재활용 의의 

m 

ω
 



폐기물 재활용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폐 

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품을 수거， 선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처리대상 폐 

기물의 양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원 재활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산업형태는 1차 산업인 농경사회로써 폐기물 처리시 단순매립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집중 및 폐기물 성 

상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폐기물처리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위생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의 

건설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 반대로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재활용품의 종류 

시 · 군에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를 기본재활용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의류 스치로폼 등을 추가로 지정 

하고 있다. 

표 3. 재활용품의 종류 및 배출요령 

ξ。죠 -* 세부품목 ‘ 배출요령 
r 

물기에 젖지 않게함. 
신문지， 책자， 노E ， 비닐코팅지， 노E 의 스효링등 이물질을 

종이류 종이， 쇼핑백， 달력， 제거 

포장지， 상자류 - 상자 등에 붙어있는 테이효， 철핀제거 
- 반듯이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철캔，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 

캔류 
(음，식용류) - 플라λ 틱 등을 제거 

기타 캔(부탄가스， - 구멍을 뚫음 

살충제용기) - 일반봉투에 넣어 배출 

이
 이
 



드。~ 프 ，르， 세부품목 배출요령 

병뚜껑， 내용물 제거 

이물질 제거 후 행구어 배출 

}끽~*프 주류병， 음료수병， 농약빈병등 
농약병은 일반병과 별도로 배출 

* 환불표시 병류는 슈퍼에서 교환 
가능 

Jl 걱 -프 T ET 고철， 양은， 스탠류등 
- 이물질 제거 후 봉투 및 묶어 

배출 
플라 

음료수병， 세제용기， 비닐등 一 캔류 배출방법과 같음 
-까-、 E -11 르 ”E-

기타 A티로폼， 의류등 이물질 제거 후 묶어 배출 

다. 재활용품 분리 · 수거처리 체계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지역은 4-5종， 일반주택지역에서는 2-3종으로 분류하 

여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분리 · 배출된 재활용품은 민간수집상， 자원재생 

공사， 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민간수집상에서는 단순히 수집만 하 

여도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고철， 종이， 병류 등에 한정하여 주로 수거 

하고 있으며， 자원재생공사나 자치단체에서는 전품목에 대하여 수거처리하 

고 있다. 

자치단체 

(선별 · 집하) 

민간수집상，자원재생공사 

그림 4. 재활용품 처리체계도 

” 
ι
 



억제정책을 강 

2. 폐기물 최소화 정책 

가. 폐기물 줄이기 

폐기물 관리정책에 따라 발생단계에서부터 

력히 추진하여 대대적인 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두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의 규모가 확대되고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1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나 

있어 1회용품 안 쓰기 및 제품 과대포장 안하기 등의 폐기물 줄이기와 

줄이는 발생원 

감소하고 추진한 결과 폐기물 발생량은 

고 

분리 배출 정책을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본격 재활용품 

특히，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량에 따라 부담시킴으로써 쓰레기 배출량 

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하며 쓰레기 처리비 소요 재 

원을 확충하고자 ‘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실시결과 주민 

소비행태 변화등 주민의 환경의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의 

표 4.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구 분 ‘94년도 ‘97년도 비 고 

생활폐기물발생량 
2,550 

1,692 

(감량비율) (33.6%) 종량제 실시 

재활용품수거량 470 전 · 후 비교 

(증가비율) 
275 

(71%)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처리시 2차 오염물질인 침출수의 다량발생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발생되 

있으며 

1'1.1 
^ 

。 즈 
1!:" 。

약 31%를 차지하고 

줄이기 쓰레기 

발생량의 

대한 처리대책으로 우리도에서는 음식물 

잃
 

쓰레기 전체 음식물쓰레기는 



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사업을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줄이기 위하여 가정 
Z 
T 
Z 

。-E 야
。
 

1:1.1 
^ 대한 종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은 우선 발생단계에서부터 

에서의 표준식단제 실시， 음식점에서의 

이기 위한 좋은 식단제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여성단체 

기본찬류에 

등을 통한 계도활 

동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점， 100인 이상의 집단급 

식소， 대규모점포 등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으로 정하여 

량을 줄이고 자원화를 유도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실시하고 

발생 

또한 ‘98년 1월부터 객석면적 100m' 이상의 

。1
λA 

다. 

공공처리시설현황 

구 ; tr3 계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소멸화시설 

시 설 수 (기) 18 9 8 1 

처리용량(톤/일) 47.9 25.5 22 0.4 

표 5.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가. 기반시설 현황 

충청남도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 처리를 위하여 선별 집하장건설， 

전담차량 확보， 중간처리장비설치 등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 

성하여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다. 

% 

3. 폐기물 



표 6. 재활용품 기반시설 현황 

중 간 처 리 장 비(대) 
선별 전담 

자동 압축기 
집하장 차량 계 용융기 

선별기 캔 플라스틱 
파쇄기 계량대 기타 

24개소 
28대 119 11 16 43 9 7 14 19 

(9,843m') 

종량제 실시 이후 전도민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나. 재활용품 수거량 

재활용품 수거량은 ‘95년도 쓰레기 

적극적인 참여로 종량제 실시 전에 비하여 71%의 

수수료 

표 7.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량 

고 

종량제 실시전과 비교 

비 ‘97년도 

470 
(71%) 

‘94년도 

275 

구 

재활용품수거량 

(증가율) 

닝
 τ
 

다. 품목별 재활용품 수거량 

있으며， 민간수집 

지방자치단체에 

이루고 종이류가 주종을 수거량은 품목별 재활용품의 

상에서 

서 

전적으로 등
 

기피하는 플라스틱류， 캔류 를
 

거
 

i 
<T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 ‘ 97년 품목별 재활용품 수거량 

(단위 : 톤/일) 

X 

ω
 



라. 재활용 센타 운영 

도민의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품의 교환 

및 재생제품의 판매를 위한 재활용 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9. 재활용 센타 운영현황 

재활용 센타 

구분 개설수 취 급 품 목 

계 상설 정기 

개소수 15 13 2 
의류， 가전·가구류， 재생비누， 재생화장지， 완구류 

등 중고제품 및 재생제품 

4. 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 

가. 재활용품 분리 배출 미흡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활용품의 분 

리 · 배출이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민의 환경의식이 결여 

된 점도 있지만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이 낮아 구입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점도 있어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재활용품 수거， 처리체계 미정립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중인 재활용품 수거 · 처리체계가 정 

립되지 않아 일부지역에서는 주민이 애써 분리 · 배출한 재활용품이 쓰레기 

와 혼합수거되고 있으며， 또한 분리배출요령 및 수거일자 등의 대주민 홍 

보부족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의 재선별시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 

는 등 재활용품 수거 · 처리체계의 재정립과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χ
 ω 



다. 재활용업체의 영세성 및 기술의 낙후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대부분이 영세기업 

으로서 시설설치에 대한 투자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용품은 자원으로 

서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용기술이 발달되지 못하여 애써 모은 재활용품이 폐기물로 변하여 매립되 

거나 소각처리 되는 경우도 있다. 

라. 재활용제품의 소비 저조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문화의 변화 등으로 주민은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재활용제품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도 떨어져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비가 저조한 실정이다. 

5 재활용 활성화 방안 

가.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배출이 잘되어야만 최종처리 대상폐기물의 감 

량화는 물론 재활용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분리배출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요령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 등 수거 체계의 효율화를 통하여 주민편의 제고와 재활용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의 보안 발전 

현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에 대하여 시 · 군의 재활용여건에 따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일반 폐기물과 혼합처리 되지 않도록 대 

주민홍보강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대상품목， 배출요령， 배출장소， 배출일시 등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인 

을， 단독주택은 통 · 반장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분리배출에 대 

꺼
 
이
 



공동주택 있으며， 이에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생 

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일환으로 대책의 대한 추진하고 한 지도 · 계몽을 

부녀회장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음 ‘98.3월부터 ※ 

다. 우리도의 금년도 주요재활용 추진사업으로는 

1)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 

재활용품 수거 강화를 위해 2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집활동에 대 

한 장려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지역 및 공동주택지역을 제외한 시단위 

및 읍면 소재지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 공병수집 활성화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자가 공병에 대한 보증금을 확보 판매 

한 후 공병 반환시 보증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공병보증금제도가 잘 이루어 

다1 

^ 주세법 

수거시 .:i!. t겹 
。 τj 있는바， 이의 이행실태가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l-~
"흩.J.!. 지지 

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재활용을 처리시 재활용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알선창구(2117B 발생되는 2차오염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간에 축산농가와 운영하여 설치 읍·면·동에 까、]프르 
.J- I i:프 

고도즈태으 
。。←=，-""

음식물쓰레기관리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98. 12월말 

잉
 ω 

대상으로 

강화할 계획 

또한 

배출자 설명제를 실시하여 

있고， 천안시에 30톤 규모의 

까지 설치하여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할 예정이다 

있으며 추진하고 알선을 위한 연계 

음식물쓰레기 

으로 

재활용을 



적정처라 ill. 폐기물의 

l. 위생매립 

및 대책 문제점 가. 매립의 

최종처리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상 과다한 상차림 및 국물을 선호하여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되는 주요 원 

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쓰레기처리를 읍 · 면 · 동별 단순매립에만 의존하 

여 온 것은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식수나 기타 

1) 문제점 

매립방법은 토양， 

식생활 관습 

쓰레기의 발생되는 

지하수 등의 2차 환경오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토양이 오염될 경우 농작물， 지하수， 사람， 동물 등 모든 

매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과거 

하게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오염된 지하수나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의 기술로서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부적절 

오염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립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 건설시 

2) 대 책 

쓰레기 매립에 따른 여러 가지 

λλ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 

각종오염물질을 

대한 조치로 

스며들지 

가스등 

최소화 될 

레기에 지하수 및 빗물 등이 

며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갖추어야 하겠다. 이에 

。1 즈二 
λ^'-

/
T 처리할 

위생 매립장 건설을 완료하고 비위생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97년말 현재 16개시 · 

군중 8개 시 · 군에 대한 위생 매립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시 · 군에 대하여는 위생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생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그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후관리가 

우리도에서는 2001년까지 

매립장에 

m 

갱
 

이상의 

대한 사용을 종료 할 

l개소 

적정시설을 

시·군별로 



폐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매립장의 조성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기물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침출수이다. 침출수는 쓰레기의 

완벽한 차 

쓰레기에서 

발생된다. 강우 및 지하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 

나. 매립지 관리 

1) 매립지 관리 

가) 침출수 관리 

매립지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체수분， 강우 및 지하수에 의하여 

수막 등을 설치하여 최소화 할 수 

및 건설 

발생하는 침출수는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 각종의 

어 매립장 건설시 신속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 

있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입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도에서 운영중인 8개 시설도 자체 침출수 처리시 

설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침출수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일부시 · 

군에서는 자체 침출수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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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등 해충발생을 

나) 쓰레기 복토 

대략 매립 쓰레기 층 두께3m에 대하여 최종복토 

복토 두께 60cm를 표준으로 하지만 처리되는 쓰레기의 

종류， 지형， 기상조건 및 매립지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작업완료 후 15cm이상의 일일 복토를 실시하여 악취와 파리 

예방하고 있다. 

토
 

보
 
「쓰레기 

로할 때 

재의 

다) Gas관리 

매립지에서 gas에 

철저 

중요한 제한인자이므로 

유기물 성분을 감소키고 복토를 

40 -

식물생장에 

식재와 매립쓰레기내의 

가스는 발생되는 

강한 수종의 



히 하여 gas누출을 방지하고 gas배출공을 설치하여 별도 처리하는 등 대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매립장 건설 

‘97년말까지 8개의 위생 매립장을 건설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2001년까 

지 총 143，554백만원을 투입하여 167B 시 · 군에 1개소 이상의 위생매립시설 

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운영중인 시설 :8개소 371 ,243 m' 

천 안시 (65,619m'), 아산시 (24,460m'), 서 산시 (96,628m'), 

금산군(24，865m' ) ， 연기군(40，974m' ) ， 부여군(59，913m' ) ， 

서 천 군(29，091m' ) ， 홍성 군(29，693m‘ ) , 

표 10. 추진중인 시설(년도별 준공계획) : 8개소 779,281m' 

구분 ‘98년도 ‘99년도 

계 141,479m' 105,484m' 

공주시 (49,315m') 논산시 (79,185m’) 
시군명 

보령시 (92，164m’ ) 계룡(29，299m’ ) 

2. 소각처리 

가. 소각처리의 필요성 및 문제점 

1) 소각처리의 필요성 

2000년도 2001년도 

512.318m' 20,000m' 

예 산군C147，967m' ) 

태안군(124，351m’ ) 청 양군(20，OOOm' ) 

당진군(240 ，OOOm’) 

소각가능 물질에 대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소각재 만을 위생매립 함으로 

써 매립지의 수명연장과 쓰레기의 운반비용 및 매립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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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난을 해소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 좁은 국토에서의 매립지 며 

예 등의 2차 환경오염을 도양 및 지하수오염 

설치가 팔요하다.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방하기 위한 위생소각시설의 

수의 

문제점 2) 소각처리의 

기본정책 방향은 일차적으로 자원을 절약하여 폐기물을 원천적 

최종처분 재이용，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대상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각장설치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폐기물은 발생되는 

무분별한 소각으로 재 

사장화가 우려되고， 소각시 발생하는 각종오염물질의 처리 

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 

활용 가능품의 

를 소홀히 

킬 수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중의 하나인 다이옥신에 

대한 인근주민의 피해의식으로 인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소각시설의 관리 및 건설 

1) 소각시설의 관리 

우리냐라의 소각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여러 차례 무분별한 도입으로 않고 외국기술의 쓰레기의 성상을 고려하지 

미약하여 축적기술이 따른 유지관리에 01 
^ 있으며， 가동 겪고 시행착오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많은 연 현재 가동중인 소각로 또한 여러 가지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소각기술에 구기관에서 

토대로 연구내용을 연구기관의 t:!.1 
; ’<문제점 소각시설에서의 。1 느二 

λA'-가동하고 

통한 완벽한 기술축적을 마련되어 속히 하루 표준관리방안이 소각시설의 

배출을 최소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꺼
 
% 

소각시 및 가동으로 쓰레기 

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설치 



2) 소각시설 건설 

쓰레기 매립지 난 완화 및 2차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2002년까 

지 11개의 중 • 대형소각시설의 설치로 발생쓰레기의 30%를 소각처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홍성에 36톤/일 규모의 1개소를 건 

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천안시는 20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설치를 ‘98년부 

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가동중인 소각시설 : 1개소 36톤/일(홍성군) 

표 11. 추진중인 소각시설(년도별 준공계획) : 10개소 632톤/일 

구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 2002년이후 

계 3개소346톤/일 3개소150톤/일 3개소136톤/일 1개소50톤/일 

천안시200톤/일 보령 λ150톤/일 연기군46톤/일 

시군명 아산시96톤/일 논산λ150톤/일 금산군40톤/일 서산λ150톤/일 

공주시50톤/일 예산군50톤/일 당진군50톤/일 

”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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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PC으l 쩨활용 

이재천， 양정일， 정헌생， 송병선*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자원쩨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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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컴퓨터는 크게 개인용 컴퓨터 (Personal Computer, 이하 PC로 통칭)， 워 

크스테이션， 범용 컴퓨터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 

은 PC를 말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PC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 

인들이 사용하는 기기로 인식되었지만 사회가 점차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 

면서 가정의 필수용품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PC의 보급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PC 본체가 2조원， 모니터 

및 프린터와 같은 주변기기가 1조원 등 총 3조원 규모로서 이것은 TV , 

VCR,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시장규모를 능가하는， 단일제품으로는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21세기 사회의 모든 구조가 정보로 

통합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생각하여 볼 때 PC의 보급은 계속 

신장될 것이다. 또한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PC 보유자들이 성능이 향 

상된 PC를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PC의 life cycle이 더 욱 단축될 것 이 다. 

유통되어 사용되었던 PC가 효용가치를 상실하면 폐기 배출되는데 이러 

한 폐PC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PC의 보급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의 경우 아직까지는 폐PC의 발생량이 적어서 현재는 환경적인 처리의 필 

요성이 없는 편이지만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급속한 속도로 성능의 고급 

화 및 신기능의 추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구기종의 

폐PC는 발생 잠재력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PC의 폐기 잠재량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시점에서 이들 폐PC가 일시에 배출된다면 엄청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한편 폐PC에는 금(Au) ， 은(Ag) 등과 같은 귀금속을 비롯한 유가금속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자원으로서 매력적이라 아니할 수 없 

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 

상되는 폐PC로부터 유가금속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유 

용자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을 해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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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C의 보급 및 폐PC의 발생현황 

l. PC 보급현황 

지금까지 국내에서 PC의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 

이 1991년도의 76만대에서 1996년도에는 거의 200백만대로 년평균 20% 정 

도씩 급속히 신장되었다. 더구나 중소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조립 PC를 통 

계에 가산한다면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종별로는 ‘94년까지 

는 48671 동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95년부터 멀티미디어 PC 등 다기능의 

펜티엄급 586 PC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요량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펜티엄급 PC의 보급비중은 제조업 부문에서 62.1%인 반면에 교육기 

관에서는 27.6%로 비교적 낮았다. 

종류별로 보면 전체 PC중에서 DESKTOP PC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휴대용 PC(Note book)는 8%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휴 

대 용 PC의 성 장률은 48.9%로 DESKTOP PC의 8.6%에 비 해 매 우 높으며 

2500 

2000 

농ãí‘ 1500 

co 

:2 1000 

500 

o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Year 

그림 l. 국내의 연도별 PC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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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범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대)로서 

12.0%(8.4가구당 1대)에 비하여 다소 늘어났다. PC 1 대당 사용인원도 ’94년 

도의 10명에서 ‘95년도에는 8명으로 나타났다. 

‘94년도의 가구당 13.4%(7.5 보급율은 PC 가구당 '95년도의 

발생현황 2. 폐PC의 

발생량은 해마다 

예상된다. 폐PC의 주요 발생원은 일반가정， 기업체， 공공기 

관， 조립판매업체(중고업체 포함) 등이다. 폐PC의 실제 발생량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5년에 12만대이었으나 폐기 잠재량을 합치변 약 52 만대 

달하며 1997년도에는 85만대가 폐기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가동하지 않는 PC를 합치면 그 양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인한 폐PC의 단축으로 수요 급증과 life cycle의 

급증할 것으로 

에 

PC의 

추이 표 1. 폐PC 발생량의 

(단위:천대) 

구 I Hr ‘91 ‘92 ‘93 ‘94 ‘95 ‘96 ‘97 

누계보급대수 2,353 3.264 4.588 6.048 7,702 9,592 11,750 

폐기 잠재량 403 637 665 

실 폐기량 121 191 200 

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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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계에 의한 발생량과는 달리 실제 우리 

기로서 우리 눈에 띄는 폐PC는 많지 않은 것이 

보는바와 같이 실제 폐기량이 잠재량의 3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용 후 바로 폐기되는 가전제품과 달리 Housing 등은 그 

냥 재이용하고 본체의 내용물(IC 칩 PCBs 등)만 교체하여 재사용 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폐기절차가 복잡하여 

사용하지 않는 PC를 폐기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 놓는 경우가 상당하다. 

- 49 -



111. PC의 재질구성 

1. PC의 구성 

일 반적 으로 PC는 본체 (CPU) , 모니 터 (Monitor) 및 키 보드(Key board)로 

구성되는데 총 중량은 PC의 종류 및 성능에 따라 달라지지만 14인치 모니 

터가 부착된 PC의 경우 대략 16-20Kg 정도이다. 

본체는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housing , 주기판(Main board) , 

HDD(Hard disk drive) , FDD(Floppy disk drive) , 그리 고 전원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기판에 각종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카드가 꽂혀있다. 

모니터는 housing과 CRT로 이루어져 있는데 CRT는 앞면유리 (Front 

glass) , 뒷면유리 (Conic glass) , neck로 구분된다. 현재 세계수요의 33% 정 

도를 국내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그림 2. 본체와 모니터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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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의 재질 구성비 

PC의 조립， 생산은 CPU 등 주요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OEM 방식으 

로 이루어지므로 생산단계에서 제품의 정확한 재질구성은 알기 어려우나 

재생업체에서 직접 해체하여 조사한 세부 구조별 구성물과 중량비는 표 2 

와 같다. PC의 주요 구성 성분은 플리스틱， 유리 (CRT) ， 철， 알루미늄， 코일 

그리고 각종 성분이 함유된 PCBs 이다. 

표 2. PC의 구성성분 및 중량 

구 1 님r 구성물 λ。} ; Hr 중 량(grams) 

모니터 
Housing 플라스틱 2,000 

(14 인치) CRT 4.400 
CRT 

철 600 
Housing 철 6.000 

주기판 및카E PCBs 1,000-2,000 
알루미늄 300 
철 10 

HDD 
PCBs 10 
코일 10 

본 체 알루미늄 200 
플라λ틱 20 

FDD 
철 50 

PCBs 50 
철 700 

전원 PCBs 100 
코일 500 

자판 플라스틱 1.000 
키보드 

PCBs 
철 1.000 

PCBs 200 

디
 ι
 



이들 성분의 중량비를 살펴보면 플리스틱이 16.2%, 유리 (CRT)가 26.8% , 

철이 41.6%, 알루미늄이 2.7%, 코일이 2.7% 그리고 각종 성분이 함유된 

PCBs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Housing 부분의 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ABS이며 PC 내부의 FDD 등에 들어 있는 플라스탁은 polyethy lene 또는 

polypropy lene으로 구성되어 있다. PC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card를 장착함에 따라 PCBs의 중량비는 더 증가한다. 

PC의 본체와 키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PCBs에는 금， 은 등의 귀금속을 

비롯한 다량의 유가금속들이 함유되어 있어 폐PC 리싸이클링(Recycling)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림 3은 486급 컴퓨터의 본체로부터 얻어진 PCBs와 

부품들의 모습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PCBs는 크게 기판과 기판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부품들로 구분되는데 조성은 성능과 제조년도에 따라 

달라지며 무기 및 유기화합물뿐만 아니라 금속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PCBs와 각종 부품들의 사진 

일반적으로 PCBs의 성분별 함량은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리， 세 

라믹과 산화물이 30% 프라스틱이 30% 금속이 40% 정도이다. 

않
 



주기 판에 는 edge connectors, intergrated circuits, transistors, capacitors, 

resistors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부품들이 탑재되어 있다. 이러 

한 전자부품들은 다양한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주요 원소로는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납， 팔라륨 등이 있다. 기판에 탑재되어 있 

는 CPU 및 coprocessor(그림 3-B)에는 금이 약 O.05-0.2g/ set 정도가 함 

유되 어 있다. Circuit boards에 는 구리 와 알루미 늄이 함유되 어 있으며 IC 

칩에는 금， 은 구리， 철， 니켈 및 알루미늄 둥이 함유되어 있다. IC 칩의 경 

우 lead frame의 소재로 구리 또는 철 니켈의 합금이 사용되며 금이 

bonding wire로 있다. 댐납의 경우 주석과 납을 주성분으로 하여 안티몬， 

창연 그리고 카드륨 등이 함유되어 있다. 

metals 

40% 

refractory 

30% 

plastics 
30% 

Cu Zn Fe Ni Sn AI Pb Au Ag Pd 

그림 4. PCBs의 조성 및 금속성분의 함량 

폐PC 리싸이클링의 중요한 인자인 금 함량의 경우 일본 자원환경연구소 

에서는 720ppm으로 보고하였으며 독일에서는 70ppm으로 보고되었다. 그 

러나 독일의 다른 연구지들에 의하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금은 구형 PC 

에 1,050ppm, 신형 PC에 750ppm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론적으로 각 원소들의 함량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PC의 성능과 

여
 ω 



제조년도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문헌상에 발표된 PCBs의 화학분석 결과 

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IV. 폐PC의 재활용 현황 

l. 폐PC의 수집 

폐PC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이 관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PC의 재활용을 도모할 적절한 수거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 

로는 첫째， 보급역사가 짧아 폐PC의 발생량이 적어서 현재까지는 환경적 

인 처리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PC의 경우 아직 다른 

가전제품과 같이 법적으로 회수 · 처리 둥의 의무사항이 주어지지가 않았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96년도에 재활용 촉진법 개정시 환경부에서는 PC 및 

주변기기를 제 l종지정제품으로 지정코자하였으나 컴퓨터업계의 반대로 무 

산되었다. 셋째， 재활용 기술의 미비를 들 수 있다. 폐PC로부터 유가물들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는 

수집된 폐PC는 그야말로 쓰레기화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PC의 수집하고 있는 단체 또는 업체들로는 (사)전 

국가전 · 가구재활용협의회，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CC마트， 중고컴퓨터협 

회， 모세상사， UDT 코리아， 한국컴퓨터리싸이클링회사 퉁이 있다. 

2. 폐PC의 재활용 공정 

수거된 폐PC는 우선 재질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모니터， 본체 및 키보드 

의 해체작업을 한다. 해체작업은 콘베이어 벨트 위에서 수작업으로 하는데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1인이 하루에 50대의 PC를 해체할 수 있다. 

해체공정을 통하여 폐PC는 철， 플라스틱， 알루미늄， CRT, PCBs,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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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가지 재질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분류된 각 재질은 선별공정을 거쳐 

서 회수， 재활용한다. 

가. 모니터의 재활용 공정 

칼라 모니터는 housing과 CRT로 해체된다. CRT는 앞면유리 (Front 

glass , screen) , 뒷면유리 (Conic glass) , neck의 3부분으로 한 뒤 그립 5의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 하게 된다. 

ABS, PP, Hips 

뒷면유리를-

삼성코닝 

그림 5. 모니터의 재활용 공정도 

따
 ω 



앞의 공정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housing의 재질인 플라스퇴은 분쇄， 용 

융， 냉각， 압출，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칩으로 생산되며 플라스틱 가공업 

체에 원료로 판매된다 

CRT 부분은 먼저 13% BaO를 함유한 앞면유리와 29% PbO를 함유한 

뒷면유리의 접합부분을 절단하여 분리한다. 절단하여 선별된 앞면유리는 

0.5-1% HF 용액으로 세척하여 형광막을 제거한 뒤 CRT 제조업체인 삼 

성코닝에 판매된다. CRT 제조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용융옹도가 

1800 0C 이나 재활용품을 사용하면 1300-1500 0C 에서도 용융이 가능하여 약 

3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기계 

화된 처리시설이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면유리와 뒷면유리의 

정확한 절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척공정에서 제거되는 형광물질의 재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되고 

있다. 이 형광물질에는 유로피움 등 고가의 희토류 금속들이 함유되어 있 

으므로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흑백 모니터의 경우 바둑돌 재떨이 등으로 재활용되었지만 현재는 수요 

가 없어 전량 매립하고 있다 

나. 본체의 재활용 공정 

본체를 해체하여 housing , 주기판 및 카드， HDD, FDD, 전원 등의 구성 

물로 분리한다. HDD와 FDD를 해체하면 알루미늄， 플라스틱， 철， PCBs, 

코일 등으로 분리되는데 플라스퇴의 재질은 PE 또는 PP이다. 본체의 구성 

재질비를 살펴보면 housing의 재질인 철이 71.5% 정도로 가장 높고 PCBs 

는 약 17.5% 정도이다. 

이 중에서 재활용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재질은 PCBs이다. PCBs의 

재활용 공정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구분되는데 두 공정 모두 기계적 

인 전처리가 요구된다. 기계적인 전처리 공정의 효율성에 따라 재활용 공 

정의 경제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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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PCBs의 재활용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PCBs로부터 유가금 

속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개발된 개략적인 재활용 공정은 대략 

3가지로 대별된다. 

예컴퓨터 

NaCN 용액 

<40mm 

, 
비금육물 금속톨 

귀금육， 일반금속 

그림 6. PCBs의 재활용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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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은 폐PC를 수작업으로 해체하고 PCBs를 <40mm의 

크기로 절단한 다음 구리 2차 고로에 장입한다. 귀금속들은 구리에 

얻어진 귀금속을 포함한 조동을 

회수한다. 니켈과 같 

적절한 

포집되 

고로에서 함량은 0.5-1.0%이 다. 

전해정련하여 

::J. 는데 

슬라임으로 귀그소으 p -, -~ 제조하고 。-E 도
 
。

i 

순
 

얻은 PCBs를 절단， 파쇄， 분쇄하여 

공기분급， 체질， 자력선별 

분리한다. 선별된 유가금속 

투입하거나 습식제련 

철 니켈 합금은 자력선별 

스테인레스강 제조업체에 

공정은 폐PC를 해체하여 

비금속 성분들로부터 박리한 다음 

통하여 유가금속들을 성분별로 

들은 성분에 따라서 1차 구리 용련로의 매트 전로에 

공정에 보내진다. Lead frame의 소재로 사용된 

을 통하여 분리하고 표면의 댐납을 제거한 뒤 

내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ìT 

01 
~ 

은 금속을 부산물로 얻는다. 

두 번째 

가금속을 

비중선별 

보 

c 。

o둥~ 

공정에서 PCBs를 기계적인 전처 

투입되기 이전에 NaCN을 이용하여 추출하기도 한다. 

가연성 

있는 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노출되어 

리 공정에 

세 번째 유기물 

것이다. 는
 

하
 

수
’
 

해
 회 

해
께
 

부L
 

열
 

이상에서 

투입하여 

공정은 PCBs를 약 1000 0C 

제거한 다음 습식제련공정에 유가금속을 

충분한 산화 분위기에서 PCBs를 연소하면 모든 유기물이 제거되어 진다. 

유기물이 제거되어진 PCBs는 습식제련공정에서 용액에 효과적으로 침출이 

가능하게 파， 분쇄한다. 분쇄물을 선별한 다음 침출공정에 투입하면 뒤이은 

분리정제공정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인 선별공정의 선정이 중요하다. 열분해 

시 금속성분들이 산화가 되었으므로 금의 침출에는 NaCN 보다 염소침출 

E...Q.. 
E프 E즈 

효과적이다. 

나. 키보드의 재활용 공정 

플라스틱과 PCBs는 각각 그림 5와 6에서 나 분리된 

타난 재활용 공정에 따라 처리하여 유가물들을 회수한다. 

잉
 ω 

키보드를 해체하여 



3 폐PC의 재활용 사례 

가. 국내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폐PC의 재활용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며 중고 PC를 수리 

하여 다시 매매하는 재이용에 치중되어 있다. 폐PC를 재활용하는 업체들 

도 폐PC의 종합적인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PCBs의 경우 15% 

정도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85%를 수출하여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 

고 있다. 

먼저 폐PC의 재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전국가전 · 가구재활용협의회 

는 전국적으로 87개의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타별로 컴퓨터 

사업부를 운영하여 컴퓨터 재이용 관련업무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집방법으로는 재활용센타로 직접 가져오거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직접 무 

상수거한다. 그러나 ‘96년의 경우 2，848대를 수거하여 이중 60%는 수리하 

여 저가로 다시 판매되고 나머지 40%는 폐기처분 되었다. 이것은 ’96년도 

의 실폐기량 19만1천대의 1.5%에 불과한 실적이다. CC마트는 중고 PC를 

수집， 수리하여 다시 판매하는 중고 PC 유통전문업체로 지난해 매출 60억 

원의 실적을 올혔고 올해는 매출 1백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97년도에는 

한국중고컴퓨터협회가 결성되어 중고 PC 매매와 더불어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외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본부가 결성 

되어 중고 PC를 일선학교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폐PC로부터 유가물들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재활용 업체로는 

정산자원과 승내사가 있다. 정산자원의 경우 1996년도에 약 l만대의 폐PC 

와 2천여대의 프린터를 수거， 해체한 뒤 유가물을 회수， 판매하여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승내사는 TV 브라운관의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업 

체로서 모니터의 CRT 및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다. 현재 폐기되는 칼 

라 모니터의 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의 재활용 실적은 아주 미미한 

정도이다. 

m 

갱
 



마지막으로 폐PC로부터 발생하는 PCBs의 재활용을 전문으로하는 업체 

로는 (주)삼보개발상사， 모세상사， UDT코리아 등이 있다. (주)삼보개발상 

사의 경우 수집한 PCBs를 절단，파쇄하는 간단한 전처리 공정을 거친 후 

LG 금속에 매각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모세상사와 UDT코리아는 미국으로 

중소업체들이 PCBs로부터 二l 드도 그1 二L 깅: 
n 。 ’ I 0 --, 전량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만 약간씩 회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1992년부터 PCBs에 장착되어 있는 IC 칩을 

절단， 파쇄， 분쇄한 다음 금을 비롯한 유가금속을 물리적으로 선별， 회수하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PCBs로부터 기계적 처리에 의하여 구리， 주 

석， 납 등의 유가금속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

나. 미국의 사례 . 

폐PC의 재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1992 

년부터 1996년 사이에 5，000-7，000만대의 PC가 재활용 대상이 되었다. 

지난 ‘88년 설립한 리싸이클링 전문회사 프래지어사는 첫해 매출액이 90 

만 달러이었으며 ‘96에는 8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8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그동안 중대형 컴퓨터를 수거，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성장했다. 이 회사는 

매출을 올렸지만 1997년부터 PC의 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년간 처리량을 4 

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다. 

시카고에 소 재 한 Electric Recovey Specialist는 폐PC의 PCBs로부터 

또는 희유금속을 회수， 정련하여 판매하는 제련회사로서 

의 폐PC를 처리한다. 

주당 10여톤 분량 

United Datatech사는 캘리포니아 EPA의 인가를 받아 전자스크랩 재활용 

플랜트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PC 칩을 재생 후 판매하거 

나 PCBs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이며 ‘92년~’94년 동안 5배 성장을 

기록하면서 900백만 달러/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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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사례 

을 갖고 있다. PC업체인 후지쪼 社는 자체 판매망을 통해 회수되는 PC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의 41%에서 2000년까지로 4년 안에 90%로 끌어올린다 

내부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폐기되는 경우 그냥 쓰레기장에 버 

재활용하여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부여하는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포함되어 

발전한 만큼 관심 관하여는 PC 산업이 일본의 경우도 폐PC의 재활용에 

원료나 부품으로 

자동해체기능을 

폐PC를 

PC에 

1.... -L一
려지던 

계획에는 

있다. 

개발했다. 이 

기술은 PCBs에 적외선으로 열을 가하여 구리와 유리섬유， 수지 등이 

한 가루로 만들어 분리 회수하는 방식이다. 구리는 그대로 원료로 이용하 

고 유리섬유나 수지는 페인트 또는 접착제와 같은 에폭시 수지제품의 강도 

lI_l=I 
τ5""'1 

신기술을 。1=.
λA'-폐PCBs를 70%이상 재활용할 수 NEC사는 

를 개선하는 필러로 이용한다. 

비롯한 유가금 

플랜 

。1
λλ 

라. 독일의 사례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PCBs로부터 

속을 회수하는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벤츠사 자회사인 다이블러 벤츠 에어로스페이스사에서는 폐 

PC를 포함한 전기， 전자스크랩의 해체시스템 (DASA)을 개발 보유하고 

다. 현재 PCBs 및 CRT를 재활용 할 수 있는 플랜트도 공급 중인데 

트 설비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귀금속을 등
 

。

'-
二그 
P , 

맺음말 V. 

우리나라에서의 폐PC의 재활용은 매 

늘어나는 폐PC의 발생량과 함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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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현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마다 



볼 때 상업적인 재활용 기술의 개발을 시급히 있는 유가금속들을 고려하여 

서둘러야 한다. 

현시점에서 실정이지만 금 어려운 은
 

것
 

재활용하는 종합적으로 폐PC를 

。-，1 츠:::J.....h c 
ìT/ r 1'J"=누걷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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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하
 

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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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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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과 은을 비롯한 유가금속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는 PCBs로부터 

것은 상당한 경제성이 보장되어 있다. 

약한 우리나라로서는 PCBs를 국내에서 처리하여 

는
 

하
 

수
 
’ 회

 
으
 

E 

7.-1 
/、

이 상당한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는 플라스퇴의 

료수급이 어려운 

되리라 생각된다. 

나머지 

있다고 생각된 

플라스틱 업체의 

재활용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지만 IMF 시대에 

우리나라로서는 이의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이 점차 확보 

발생하 

원 

말미암아 폐PC로부터 

모니터의 재활용도 승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변 경제성이 

영세성으로 재생 다. 현재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용이하 

전자부품은 재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 

부품의 재이용과 유가물의 재자원화를 

쉽게 

있는 각종 

경제성이 

구성물도. 해체하기 

또한 PCBs에 장착되어 

보다 

우리나라에서 폐PC의 재활용은 

다 

유가물을 회수하는 것 

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불하고 

동시에 

보다 부분별로 7.-1 
/、도입하는 그L?:1 조L 

。 0 2.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비싼 기술료를 외국에 

부분적으로 개발된 기술을 종합화하여 체 

도입 계화시키고 부분적으로 미비된 기술은 개발함과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한다면 폐PC의 재활용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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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제도 

와 혼합 폐플라스틱의 쩨활용 기술 

나 근배 이사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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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언 

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환경 문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IMF라는 극한 상황 

에 처한 우리의 실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경제 

적 측면에서 더욱 접근되고 있다.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종이 · 고철 · 캔 · 유리 등은 배출되기 바쁘 

게 처리되고 있으며 재고로 쌓이거나 적체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일부 용기류를 제외하고 대부분 매립 처리되 

고 있으며 아직도 환경 오염의 주범인 양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후진국들은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적고 모든 폐플라스틱이 유가물로 유통 

되어 재활용이 원활히 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재활용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종류의 처리 시설이 ‘많아 재활용 율이 높은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잘 

못된 제도로 인하여 재활용이 극히 저조하며 재활용기술은 20-30년전 수 

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간 약 200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도 재활용율 의무이행 감량화율 의무이행， 재질표시의무이행 등은 물론 사 

용규제까지 삼중， 사중의 규제를 하면서 재활용율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플라스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불합리한 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되어 마 

구 매립처리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이 또 하나의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 현황과 관련 폐기물제도 및 국 

내외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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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우려나라 플라스되 산업현황 

금세기의 재료를 논한다면 가히 플라스틱 세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자동차， 전기 · 전자 등의 산업은 플라스틱산업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발 

전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과 같이 물질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플라 

스틱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되었지만 다양한 품목에 따 

른 재질의 이질성과 이물질 제거 작업등으로 재활용의 난이 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인류생활에 있어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하는 문 

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며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할 

수록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현상을 망각하거나 단지 눈에 많이 

뜨인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인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1.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1996년의 전세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은 1억 2，940만 톤이다. 

지역별 플라스틱 생산량과 구성비를 보면 북아메리카가 약 4，193만 톤으 

로 32.4%, 아시아가 약 3，740만 톤으로 28,9%, 서유럽 국가가 약 3，622만 

톤으로 28.5%로 아시아주와 비슷하며， 남아메리차가 약 595만톤으로 4,6% 

동유럽이 약 531만 톤으로 4.1%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그 

림 1에서와 같이 아메리카가 29.8%로 3 ，860만톤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일본이 1 1.3%로 1，466만톤， 독일이 8.4%로 1 ，087만 톤이며 한국은 제4 

위로 6.0%인 726만 톤이고， 5위는 프랑스로 4.0%인 520만 톤， 6위가 벨기 

에로 3.6%인 460만 톤， 7위가 대만으로 3.5%인 457만톤， 8위가 네덜란드 

3.2%로 420만톤， 9위가 중국으로 2.8%인 360만 톤， 10위가 이탈리아로 

2.7%인 260만 톤으로 되어 있다. 

- 68 -



그림 1. 주요 국별 플라스되 생산량 구성(1996) 

2. 우리나라 플라스틱제품 생산량 

가. 합성수지 생산량 

우리나라의 1996년도 플라스틱 원료 소요량은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726만 톤으로 이중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682만 톤으로 94%이며， 열경화성 

플라스틱이 44만 톤으로 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 

이 폴리에틸렌이 전체의 35-35.7%인 259만 톤이며， 폴리프로펼렌이 23.9 

그림 2. 우리나라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 구성(1996년) 

m m 



%인 174만 톤， 염화비닐수지가 13.7%인 100만 톤， 폴리스틸렌이 99만 톤， 

ABS수지가 92만 톤인 7.4%를 점유하고 있다. 열경화성수지는 전체의 약 

6%이다 

나. 플라스틱제품 생산량 

합성수지 메이커에서 생산된 각종 플라스틱원료는 약 43%가 수출되며 

표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23만 톤이 수입되어 국내소요량은 438만 톤 

에 이른다. 

표 1. 1996년도 합성 수지 수요량 

(단위 : 톤) 

f IIF 명 생 -@- 수 출 'T‘ 업 수요량 

LDPE 1.253.072 526.836 37,537 763,773 

HDPE 1.342.407 639.563 6,355 709,199 

P P 1,736,835 933.520 16.371 819.686 

P S 996,067 228,729 71 ,719 839,057 

A B S 922,607 394,381 20,455 548,681 

P V C 535.755 285.557 9,748 259,946 

기 타 30.954 15,769 8.985 24,170 I 

계 6.817.697 3,024,355 171 ,170 3,964,512 

페놀수지 111 ,831 37.058 6,302 81 ,075 

요소，멜라민 35.272 490 5,626 40,408 

불포화폴리에스텔 87,250 7.918 10.112 89 낌4 

에 도-1E 시 94,725 32.653 25.972 88.044 

폴리우레탄 113.342 7.919 10.112 115.535 

계 442.420 86.038 58.124 414.506 

합 계 L~걷604lT 3 ,110,393 229,294 4 ,379,018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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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요량 다. 플라스틱제품의 

수출량을 제외하고 수입량을 표 l에서와 같이 합성수지의 총 생산량에서 

가산한 양이 국내수요량이다. 

‘96년도 국내 합성수지수요량 438만 톤은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에서 

자재로 사용하여 각종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며 이러한 플라스틱제품 들은 

원 

약 18%인 79만 톤이 수출되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제품 톤에서 

수출량 79만 톤을 제외하고 수입량 18만 톤을 합하면 377만 톤이 되며 제 

국내생산량 438만 은
 

랴O
 

요
 

수
 

l 1996년도 

품류별 수요량은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2. 우리나라 플라스틱 제품류별 국내 수요량 추이 

(단위 : 중량 : 천톤， 금액 : 십억원) 

‘92실적 ~93실적 ‘94실적 ‘95실적 ‘96추정 ‘97전망 
제품류별 

중량 금액 τ ;ζ 그양L 금액 τ ;x. :낳ll-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필 f ErT ET 830 1,401 793 1,614 897 1.747 1.000 2.216 1.031 2.239 1,070 2,324 

레 자 류 280 187 300 386 316 363 291 524 357 660 375 693 

파이프류 268 312 298 365 324 368 323 491 324 468 330 4771 

산업용프라스탁류 368 818 409 1,035 442 1.051 480 1,365 532 1,470 550 1,5201 

주방및위생용품류 138 294 197 375 231 378 205 582 178 513 170 490 

용 기 류 276 441 281 580 325 644 326 669 355 713 375 753 

발포제품류 233 449 229 529 243 709 262 822 295 925 310 972 

강화프라스틱류 323 672 317 755 370 1,101 377 1,116 449 1,204 460 1,233 

건축자재류 82 207 106 327 93 304 96 372 96 375 100 391 

잡 화 류 15 58 17 42 20 31 26 27 24 28 25 29 

타 159 103 189 129 211 295 95 139 128 215 150 252 

합 계 2.972 4.942 3.136 6.137 3.472 6.991 3.481 8.323 3,769 8.810 3.915 9.134 

η
 



ill. 폐플라스틱의 발생량과 재활용 현황 

1.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발생량 

1997년도 우리나라의 폐프라스틱 발생량은 약 301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50만 톤이 재활용되어 재활용률이 1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도표로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i 關|關 1-魔-

‘ . ... . .. ‘ . .. ...... . .. ---.----.. ---.-._.-.-.-.---------------------------------------------_ .. __ ._ .. _ .. .. .... ... ‘ 

(단위 : 만톤) 

그림 3.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체계도(‘97 추정) 

표 3. 년도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적 

(단위 : 천톤) 

년 도 별 발생대상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90 1,885 176 9.3% 
‘91 2.031 174 8.5% 
‘92 1,943 173 8.9% 
‘93 2,392 207 8.6% 
‘94 2,769 374 13.5% 
‘95 2,800 440 15.7 % 
‘96 3.020 487 16.1% 
‘ 97( 추 정 ) 3.010 500 16.6% 

q 
ι
 

껴
 
t 



2. 폐플라스틱 재활용 동향 

폐플라스틱 중 산업계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재질이 일정하고 상태가 양 

호하여 재생원료로 사용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재질과 색상이 다양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어 재생원료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재생기술은 재생원료화 위주의 기법이며 유화환원이나 

고형연료화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의 재생시설을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97 

년도 하반기까지 설치 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부내에 폐플 

라스틱 열원 이용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주체로는 한국자원재생공 

사， 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협회， PET병협의회， 삼양사， (사)한국플라스틱재 

활용협회，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체별 ‘96년도의 

재활용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적 

(단위 : 톤) 

구운---------건f 1995 1996 

농촌폐비닐 42,268 44,891 

PET 2,574 4,065 

도심폐플라스되 13.600 13,764 

계 58,442 62,720 

견
 



표 5. 한국 발포스틸렌재활용협회 실적 

(단위 : 톤) 

웰돗 발생 매립 소각 재생 재활용율 미상 비고 

1993 36.800 24,730 4,150 5,000 14% 2,920 
1994 38,200 23,760 4,690 8.010 21% 1,740 
1995 40.000 23.340 4,780 10,420 26% 1,460 
1996 40.130 20.650 4.850 13.260 33% 1,340 

표 6. 폐PET병 재활용 실적 
(단위 : 톤) 

년도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비고 

1994 63.000 2,000 3.1% 

1995 63.000 7,000 11 .1% 

1996 62,617 14,044 22.4% 

(Q)(사)한국플라스탁재활용협회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플라스틱고형 

연료화 사업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 

되고 있으며 환경부 내에 한국자원재생공사， 포항제철， 쌍용시멘트， 서울시，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로 구성된 폐플라스되 열원이용 추진계획단이 운영 

되어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 

한편，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에서는 서울시 3개 구청에서 ‘96년 3월부터 

폴리에틸렌 봉투 재활용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6월까지 약 

300톤을 인수하여 재활용하였다. 

” ” 



N.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와 문제점 

l.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제도 

폐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 법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비용문제와 관련된 예치금과 부담금이 있으며 둘째 사용문제와 관련 된 

감량화 · 사용자제 · 사용규제 제도와， 셋째， 의무이행과 관련된 재질 표시 

및 재활용율 이행 등이 있다. 

가. 비용부담과 관련 된 법규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 된 법규로는 부담금과 예치금이 있다. 

헨찬료을， 회수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 용기 중 특정제품을 정하여 회 

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 ·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 

여금 예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묘료음，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 

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 재료 

· 용기 중 특정제품을 정하여 당해 제품 · 재료 · 용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 

에 폐기물의 처리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표 7. 비용 부담과 관련된 법규 

구분 관 련 법 규 요 율 및 금 액 벼 고 

。 예치금 。 r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 음식 물，주류，의 약품에 사용되 는PET 용기 

※ ‘96. 12. 31 변경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시 

(단위 원) 

행령 제 15조 
규 격 뚜생분리형 베이스컵 

.500뼈이하 4 I 5 I 6 

.500뼈-1.500mt 5.5 6.5 7.5 
'1 ,500mt 이상 7 8 9 

。 1닝-단검그 D o r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 합성 수지 . 판매가의 0.7% 。‘80년도부터 시행 

관한 법률」 제 19조 및 동법시 o 화장품용기 . 견본품 0.7원/개 。‘96 . 12. 31 품목추가 

행령 제 17조 

τ
 
ω
 



냐. 사용 문제와 관련 된 법규 

사용문제와 관련 된 법규로는 PVC코팅 광고물과 같이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와， 백화점 등 대형 판매점에서 특정 제품 판매시 합성수지 봉투 사 

용을 자제토록 하는 제도가 있다. 

표 8. 사용문제와 관련된 법규 

구 분 관 련 법 규 주 요 내 용 

。 사용규제 10 r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 1 0 PVC를 사용하여 라미네이션 또 

재의 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 는 코팅한 포장재의 사용규제 

칙」 제52조 10 완구， 인형， 종합제품， 포장시 

발포 PS포장재 사용 규제 

。 r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라미네이 

에관한법률」 시행령 처1112조| 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 

제3항 ! 배포 규제 

|。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 
。 사용자제 10 r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 

| 센터 등에서 제품의 겉면에 수분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2조| 

"~--I 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4항 | 

1 제품 외에 합성수지 봉투 사용 

다. 의무율 이행 법규 

자제 

。 도시락 제조업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자제 

비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또는 사용자는 별도 정하는 각종 의무율을 이행하 

여야 한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측면의 감량화 의무율이 

있으며 재활용을 촉진케 하는 재활용 의무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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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의무율 이행과 관련 된 법규 

구 분 관련법규 주 요 내 용 비고 

。 재활용률 
「재활용 。 합성수지용기를 년간 1천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 

의무이행 
지정사업자 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일정 

의 재활용 율사용 

지침」 

짧씻 ‘95.1 2까지 ‘96.1.1.-‘97.12.31 ‘ 98. 1.1부터 

PET 10% 25% 55% 

기타재질 5% 10% 20% 

o 재질표시 「제2종지정 o 200m~이상의 용기를 생산하는 자는 재질분류표시 

의무 사업자의재활 이행 

용지침」 。 재활용 안내문구 표시 이행 

o 회수 · 처 「폐기물회 o 합성수지용기에 음식료류， 주류를 넣어 판매하는 

리 의무 수및처리방법 제조자， 판매자는 당해 합성수지 용기를 회수 

에관한규정 」 처리하여야 함 

。 합성수지 「합성수지 。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을 제조 · 수입하는 자는 재활 

포장재감 재질포장재의 감량화율 이행 용도감 

량화율 연차별감화 
~ 표 율 

량으로 

의무이행 지침 」 대상포제장품 및 
‘98.U부터 2αlO.1.1부터 2002.1.1부터 인정 

l계란난좌및팩 50%이상 60%이상 60%이상(포장 

2 사과，배에 사용 5%이상 15%이상 규칙 별표에 

되는 과일받침 해당제품 포 

3 라면컴 10%이상 함) 

4 화장품，완구 · 30%이상 50%이상 

인형 종합제품 

o 가전제품 。 I가전제품 。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재활 

포장재 포장용합성수 된 완충제 감량화 용도감 

감량화율 지재질완충제 량으로 

의무이행 감량화지침」 목표년도 ‘98.1.1 2000.1.1 2002.1.1 인정 

E「L 대기업 10%이상 30%이상 50%이상 
표 
중소기업 10%이상 20%이상 30%이상 율 

η
 



문제점 

가.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 폐기물도 아닌 소재에서 폐기물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임 

문제점 

현행 제도의 2. 각종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예치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분류함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포기하는 것임 

@ 부담금이 정부의 환경특별회계로 전환되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활용되는 등 일반 재생사업자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 

폐플라스틱을 @ 재활용이 되는 

。

τ
 

못함은 부당함 • 재활용율 저조 원인 

영자금으로 

는데 사용되지 

문제점 

。 백화점 등에서 합성수지 봉투의 사용규제 

。 도시락제조업에서 합성수지재질 용기의 사용규제 

나. 사용규제 제도의 

- 1회용품의 사용규제 대상에서 합성수지만 적용시키는 

등과 형평성 결여 • 종이의 원료인 펼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귀중한 외화 낭비 

종이 것은 

환경평가 손실 • 전 과정 • 국가 경제적 

(L.C.A)할 때 종이봉투가 환경에 더욱 악영향 

소재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 

용을규제함은부당 

포장재 감량화율 의무 이행 제도 불합리 다.합성수지 

또다시 감 

량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부당 

- 특정재질(합성수지)만을 규제하는 것은 종이로 대체하는 정책이며 

있는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을 하고 - 소재에서 

결과로 IMF시대 권장하는 사용을 114 :rr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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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수입에 
i 

눈
 

모
 

전량 

정책에 



재활용도 감량화로 인정하나 대상자는 용기를 사용하는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없으며 합성수지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자 

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불가능 

※ 이와 같이 플라스틱제품은 예치금， 부담금， 사용규제， 회수 · 처리 의무， 

여러 가지 제도가 2중 3중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재활용율이 

기 술 혼합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감량화 등 

가장 낮은 실정임 

v. 

폐플라스되은 재질이 다양하고 제품의 종류가 많아 그 동안 재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국의 경우 고형연료화나 유화환원 등의 기술 

이 발달되면서 재활용률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다. 

각종 페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 수집이 우선되며 

플라스틱제품들의 재질과 물리적 성질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형이 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물리적 성 

상식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녹는 온도(융점)와 비중(밀도)은 

선별 작업등에 응용되며 플라스틱에 대한 발열량과 연소성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이 된다. 

물리적 성질과 용도 1. 플라스틱의 

플라스틱제품 중 열에 의해 

등은 열원으로 

위한 기초 단계의 재활용하기 도
 

용
 

질과 재질별 

있지는 않지만 일반 

리싸이클 기술 

재활용 관련 용어 

재활용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정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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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플라스틱 

가.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메타리얼리싸이클」 , 「써머리싸이클」 , 「케미 

칼리싸이클」 로 구분할 수 있다. 

o 재생원료화(Material Recycle) 폐플라스틱을 용융하여 재생원료로 사 

용하는 물질회수식 재활용을 말하며 구미지역에서는 mechanical 

recycle 또는 physical recycle이 라고도 한다. 

。 연료화(Thermal Recycle) 폐플라스박을 연소시켜 열로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수증기나 온수 또는 전기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energy 

recovery 또는 quatemary recycle이라고도 표현한다. 

。 화학적 재 활용(Chemical Recycle) 열 · 촉매 등 화학적 수단을 이 용하 

여 폐플라스틱을 분해하고 일반으로 유화 · 가스화시켜 연료나 화학 원 

료로 이용한다. 

표 10.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성질용도 

움발냥펀 융 점 비 중 
내열 

발열량 연소성 재품의용도 
온도(t) 

고밀도(HDPE) 13n34 0.!E)0.앉였 ~xnal 11，여O 
쉽게연소，용융，낙하 훨룹，쇼평백，상자，파。l프，똥，식품 

폴리 
하면서 흑연을 냉 용기，어망 

에틸렌 중밀도(ll.DPE) 118‘ 1m 0..910.-0.940 11 11 11 ” 
(PE) 

저밀도(illPE) 110. 0..918'"0.쨌 11 11 11 
필름，비료포대，랩，포장재，전선 
피복 

폴리프로펼렌(땐) 140ìo. 0..90-0.，(껴 12noo ” 쉽게 연소，용융，닥하 
필름，파이프로프1용기，욕실용품， 
전기제품，자동차품，포대 

폴리스틸렌(PS) 1m갱O Uñ1Hl ffi 9，뼈 
쉽게 연소 연화 ηr케이스，식탁용풍，생선상자 
하여 흑연을 냉 E 레이，완구，단열재，용기 

폴리 연질 14.J1~ 1. Hí1.35 깨 4,W 
연화후흑화， 필름，시투파이표스폰지，의류， 

염화비닐 격한냉새 잡화，완구，전선피복，벽장재，호스， 
PVC 켜o지E 140-100 1.35'"1.45 70. ” ” 

램필름 

아크로니트렬부타디엔스 1ffi-:m UFl.a:i ffi 9，뻐 
쉽게 연소 연화 자동차부품，전기제품(냉장고 내 

탈렌(ABS) 하여 흑연을 냉 장재 청소기 받침)，g렁크，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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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 

리싸이클 

분해 하며 리싸이클)이라고도 

구미에서는 

미 국에 서 는 tertiary recycle(제3의 

화학원료로 유효 이용하는 피드스턱 rl 。
' dT 로 

(Feedstock Recycle) 이 라고도 불려 진다. 

리싸이 케미칼리싸이클한 생성물은 화학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메타리얼 

클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써머리싸이클로 분류될 수도 있다 

나. 재활용기술 

플라스틱제품은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녹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드
(
 

]하
 짧

 
대체 에너지로 석탄의 석유이나 있어 되어 원자재가 석유로 

재활용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기술을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파이프，정화조(PE) 

섬 유，카멧트(PET) 

화분，쓰레기통(PP) 

각종플라스틱제품생산 -• 

11 말뚝，지주대，정화조，목재대용품 
• l 저급플라스탁제품생산H 

J L 단열재，골재，건축재 등 

재생원료화 

(Material RecycIe) 
@ 

플라스틱만 사용 ~제철소 
(R.P.Fl f---시멘트공장 

가연성쓰레기에 혼업 -낙-소각로 
(R.D.Fl f---발전소 

분체 ---'-석회석공장 등 

연료화 
(2) 1 (Thermal Recyc1e) 

f홍소훨 
가스화 

f가수분해 
글리콜리시스 

메탄올리시스 

유화 

화학적재활용 

(Chemical Recycle) 
@ 

원료화 

그림 4.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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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원료화(Material Recycle) 기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기술은 제품 생산공장에서 발 

생되는 격외품이나 성형 불량품 잉여제품 등 비교적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 

은 폐플라스틱이 매물로 유통되어 전문 재생업체가 재생압출기로 Pellet화한 

것과 생활에서 발생되어 수집된 비료포대， 농업용 필름 등을 열로 녹여 일명 

떡(떡판에 올려놓은 인절미 떡의 반제품 같은 모양)을 만들어 압축 성형하여 

대형 통류， 정화조， 배수로 등을 만드는 기술로 대별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 발생된 폐플라스틱은 단일재질이며 상태가 양호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 

물질이 혼입되어 있어 재활용의 코스트가 높아지며 생산수율이 떨어져 재 

활용율이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5에 

서 보는바와 같이 채질 선별과 이물질제거 공정이 필요하며 최저의 비용을 

들여 최고의 좋은 질의 물질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이며 독일등 선진국에서는 

가능 한한 순수 물질에 가깝도록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재생원료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필름류와 용기류를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공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용기류를 중심으로 최근 개발된 공정별 기술을 알아본다. 

가)분류 

필름이나 용기， 컵 둥 여러 가지 성형물은 성상이 달라 1차 분류작업이 

필요하다. 필름이나 컵은 별도로 압축되어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되기 때문 

에 수선별 작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기계적 분류가 개발되 

어 인건비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풍력이용， 경 · 중제품 분류 

- 적외선 감지를 통한 재질분류 

- 분광기를 이용한 컬러소팅 

- 자선기를 이용한 금속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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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둔힘 

| 이송압축 | 

| 콘베이어，싸이로 | 

재생원료 

브로볼딩，사출 

| 이송압축 | 

|콘베이어，싸이로| 

PE필름 
프로파일 

※ 독일 VDMA 자료 

그림 5. 물질회수 재활용 공정도 

나)분쇄 

분쇄는 폐플라스퇴을 보편적으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공정으로 재생 

원료화 뿐 아니라 고형연료화 유화환원 등의 방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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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상의 

형태를 분쇄하 

거치거나 공정을 

필름상의 

모양이 큰 

것은 절단 공정을 거쳐 2차 분쇄를 할 수 있으며 

기 위한 기술은 별도로 개발되고 있다. 

플라스틱제품들은 1차 따라 성상에 

크기나 형태가 중 

분리작업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작업이나 재질 선별작업 는
 

씨
 케
 

부
 」

분쇄하면서 라벨이나 금속 밀착된 이물질 등의 

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요시되고 있으며 

다)세척 

분쇄된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단계는 최종 재생재료의 상 

태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품을 운동시키면서 세 

척하며 일부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한 물은 다시 정수과정을 거쳐 

재사용 된다. 

세척 

。1 느二 1브L.~‘ 
M'一 >!.. -'1’ 일반적으로 물을 분사시키거나 수조에 

세척방 

법도 있으나 기름이나 음료 둥의 찌꺼기가 완전하게 세정되지 않아 프로파 

일이나 파렛트 등 목재 대용품 재료 등 재생재료의 용도에 제약을 받는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식 이외에도 고속으로 마찰시켜 걱:꺼、1 
닙「 

척
 
비
 

가
 

세
 
’ 

류
 

-
용
 
분
 

느
」
 J1 

또
 
젠
 
는
 

녁
 

침
 
E 

/ 

。
T〈

면
 
11 

: 

치
 
μ
 
를
 

거
 

윈
 도
 

을
 
셈
 순
 

정
 
원
 

고
。
 

플라스틱 분쇄품 등은 세척 

재질분리작업이 행하여진다. 

조각난 

분리와 

라)분리 

갈리면서 

이물질 후에 

중격차 등 여러가지 방법 다중단계를 거쳐 99.5%의 

개발되고 있다. 

- 파쇄면 크기에 따라 체를 이용한 방법 

바닥이 평평한 원심분리기 

용매재를 이용한 비중격차 이용 

- 침전상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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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건조 

세척되고 재질 선별된 조각들은 최후 공정인 성형기에서 문제없 아무런 

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없어야 한다. 

있을 경우 열 온도에 영향을 주며 안에서의 용융을 저해 시린더 수분이 

용기류 10-20%, 

행구면서 

하므로 성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하여도 

습기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rl 。
/ 0 T 필름의 수

 
l 타

 
E 폐플라스틱들은 

1-3%, 두꺼운 것은 1%정도의 

탈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조각난 

건조방법으로 습기를 1%미만대로 유지시 열처리 

킨다. 

고속 마 세척처럼 건식 이용하고 여프으 
E코 。"프 드라이기계 내에서 드럼타입의 

건조하는 방법이 택하여 지고 불순물을 다시 한번 제거하면서 찰을 일으켜 

있다. 

바) 이송과 저장 등 시설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의 이송은 처리물이 공정에서 몰리거나 부족 

함 없이 일정한 양을 작업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싸이로는 정량이 공급되도 

록 한다. 선별된 재질별로는 별도의 싸이로를 필요로 하며 정수시설 등 공 

정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가내공업 형태의 재활용 공장 

있는 PLANT가 필 수
 
’ 하

 
근
 

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동화에 의한 대량 처리를 

요한 실정이다. 

압출기로 투 

사)재생가공공정 

재질선별과 세척공정을 거친 조각들은 Pellet화하기 위하여 

입되는데 최근 개발된 기계에서는 마지막 이물질이 자동으로 도출될 수 있 

도록 장치되어 있다 

생산된 재생 Pellet은 일반 신재원료(Virgin)과 함께 일정한 비유로 혼합 

사용되거나 100% 재생 Pellet으로 사출기나 압출기에 의해 제품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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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료화기 술(Therrnal Recycle) 

혼합 폐프라스틱을 재생 Pellet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질 선별이나 이 

물질 제거를 위한 코스트 상승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회수식 소각에 

의한 재활용방법이 택해지고 있다 

쓰레기를 70%이상 소각방법으로 처리하는 일본에서는 폐플라스되을 조 

연제로 활용하여 수증기나 온수 또는 전기 발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에 

서는 제철소의 고로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일반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혼합한 RDF(Refuse Derived 

FueD와 폐플라스틱 만 사용하는 RPF(Refuse Plastic FueD 또는 분체화하 

여 석탄이나 석유보일러의 대체 열료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RDF의 경우 발열량이 4-5천뼈l/kg이나 RPF는 1만뻐l/kg이상의 효율이 

있어 제철소 고로나 시벤트공장의 킬른에서 활용되며 C02의 발생량도 코 

크스에 비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구 온난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고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균일하게 담배필터 

크기 정도의 연료화 작업이 필요하지만 코렉스 공법의 제철소에서는 파쇄 

된 폐플라스틱을 바로 투입하여 코스트를 절감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폐플라스되을 연료화 하는데는 다이옥신 문제로 PVC의 함유율을 3%미 

만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도 점차 해결 단계에 있으며 재생원료 

화된 폐플라스틱도 최종적으로 또 다시 폐기물로 된다고 볼 때 폐플라스틱 

의 궁극적 처리방법은 에너지 회수식 소각방법이라고 보여진다. 

3)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액체화나 가스화 함으로써 연료나 석유화 

학 원료로 또는 모노머로 환원시켜 폴리머 원료로 각각 재 이용하는 방법 

을 말하며 크게 유화처리기술과 원재료로의 재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플라스틱의 원천은 석유계에서 출발되었음을 기본으로 개발된 유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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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분해 (Pyrolysis) , 수소화(Hydrogenation) , 가스화(Gas퍼cation) 3가 기술은 

공정으로 

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전처리 - 용융 - 열분해 - 생성유 회수의 

독일의 BASF가 1만5천톤/년의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유화처리 

진행되며 

。1
/아‘ 방법이 

으며 

머 

o L
-'--'-

는
 

드
 

만
 

1:.1: ~二
-'- '--

언 VI . 결 

증가된 

다. 선진국에서는 열가소성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열경화성 플라스틱과 엔 

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사용량은 플라스틱의 향상될수록 /-.=,..1 
Tτ~I 생활 산업이 발전되고 

이중 삼중 

일반 시정되어져야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여 사용규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는 속히 잘못된 규제하는 

사업에 

업계를 

사업자들이 재활용 

관련 으로 

재활용은 가내공업 형태의 시설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동화 

대량 처리시설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의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상태가 양호한 혼합폐플 

정화조， 지주목 등 제품화하고 그 

이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져 

야 한다. 

폐플라스틱의 

PLANT에 의한 

최대한 

라스틱은 목재 대용품을 비롯해 배수로， 

이외의 것들은 열원 이용이나 유화 환원으로 

보 경험들을 살려 

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시행을 겪었던 독일이나 일본의 

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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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의 재활용기술은 가수분해， 글리콜리시스， 메탄올리시스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을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올리고머 상의 형태를 회수하여 또 다시 플라스틱물질을 

것을 말한다. 



IMF 체제하에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함께 마구 매 

립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금력과 시설이 설치될 때가지 별도로 플라스틱만 

을 구분 매립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폐플라스틱은 환경 오염물질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 

하자!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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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폐자동차의 쩨활용 

;카 저 듬 는프7'1:
c) C)....::J:.... C그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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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는 생활의 

편이성과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반면 자동차증가와 더불어 대량으로 

발생되는 폐차는 사회·경제·환경적인면에서 주요 해결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더욱이 범세계적 주요 관심사인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용도폐지된 폐차를 자 

동차의 사후 관리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나머지 단순히 자동차로서 기능을 하 

지 못하도록 폐기처리하는 것만이 목적인 소극적인 폐차를 지양하여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의 효율적인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폐차로 전환되어 

야한다. 

ll. 폐차제도 

우리나라 폐차제도는 폐자동차에 대한 회수·처리(폐차)개념을 효율적이며 합 

리적인 폐자원회수와 재활용을 촉진 및 폐기물의 감량화 방법 제시를 위한 환 

경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폐차를 자동차관리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용도가 폐 

지된 자동차를 더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고부품을 자동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로서 형태를 유지하지 없도록 하거나 부품으로서 

기능을 못하도록 압축·파쇄하도록 강제하는 자동차관리행정적 차원에서 파악하 

여 환경관련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서 폐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폐차」 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 

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 

며 동법 시행규칙 제138조에서는 사후관리기간(3년)이 경과한 원동기(경유원동 

기는 자동차이외의 용도에 한하여 제외)를 위시하여 조종장치， 제동장치， 조향 

장치， 연료장치(연료탱크 제외) 및 차체와 차대를 폐차， 즉 압축·파쇄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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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폐차 처리현황 

1. 폐차 발생량 

표 1. 년도별 폐차 대수 

(단 위 : 대 ) 

년도 등록대수 폐차대수 증가율 폐차율 업체수 폐 업차체대당수 (%) (%) 

‘87 1.611.375 100.072 57 1.756 

‘88 2.035.448 89.338 612.0 5.5 58 1.540 

‘89 2.660.212 101.158 13.2 5.0 58 1.744 

‘90 3.394.803 171.221 69.3 6.4 57 3.004 

‘91 4.247.816 217.983 27.3 6.4 63 3.460 

‘92 5.230.894 252.769 16.0 6.0 69 3.663 

‘93 6.274.008 308.252 22.0 5.9 86 3.584 

‘94 7.404.347 352.582 14.4 5.6 104 3.390 

‘95 8.468.901 406.055 15.3 5.5 142 2.860 

‘96 9.553.092 489.178 15.7 5.8 160 3.057 

‘97 10.413.427 585.641 19.7 6.1 185 3.165 

* 평균폐차율 5.8%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85년도에 100만대가 넘어선 이래 96년도에 

900만대가， 97년에 이미 1천만대가 넘어 2001년에는 1천 400만대가 되리라 

추정하였으나 IMF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지난 년말부터 서서히 보유대수가 

감소하고 있다. 폐차대수 또한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과 수반하여 95년에 

406，055대， 96년 489， 178대， 97년 585，641대가 폐차되었으나 보유대수가 감 

소하고있는 현실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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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차체 회수 

자동차소유자 

자동차관련업 

정비공장 

경정비업(카센타) 

세차장 

자동차 판매점 

;ζ -，님도I: ，.나 

τ J..!..，면T 김 

그림 1. 폐차 회수 경로 

폐차장 

• • 

자동차가 소유자로부터 폐차장에 폐차 의뢰되는 주요 경로는 소유자가 

직접 폐차장에 폐차 의뢰하는 경우와 정비공장이나 경정비엽(카센타)등 자 

동차 관련업체를 통하여 폐차를 의뢰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폐차장에 입고되는 폐차대상 자동차의 상태를 살펴보면 소유자가 직접 

폐차 의뢰하는 경우에는 훼손율이 없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입고·의뢰되나 

중간 대행업체를 거치는 경우는 대행업체에 의하여 많은 주요부품들이 탈 

거된 채 견인차에 의하여 폐차장에 입고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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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체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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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업자 (폐기물 |용 
처리업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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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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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재사용가능부품 
-+ 링 

문짝.범돼동 

배터리 

따} 

시트.폐합성수지류 I 

| 수거 업자 |• 재 

|소 각| 

담끊 
료 

-+ 배선류 

엔진 변속기 

분 해 
전후차축 

스프링둥 ’ 

타이어 l | 수거업자 | 

리 

사 

。l

i크 
E크 

[
핵
 
캡
니
 

링 

| 슈레다더스트 뉴-→ 매 립 (최종처리) 

그림 2. 폐차 처리 공정도(승용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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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국
 

폐차를 할 수 

기 때문에 차종별·메이커별· 재활용 부품품목별로 전문화가 불가능하며 

내에서 발생되는 폐자동차의 전차종에 대하여 탈유과정에서부터 마지막 고 

철재활용과 폐기물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작업공정이 단일 폐차장내에서 

선택적으로 우리나라 폐차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종 

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폐차작업의 형태는 종전까지는 폐차를 중고부품의 주요 공급원으로 인식 

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의 회수를 주목적으로 기능성부품을 선택적으로 

해체하였으나 최근에는 폐차대수가 급증하고 중고부품의 재사용율이 저하 

점차 고철위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되어 

재사용 

실태 

가.중고부품의 

4. 재활용 

및 부품가액 

-t「3 f IEr 며。 수량(개) 판매율(%) 부품단가(원) 부품가액(원) 
(A) (B) (C) (D)=(AxBxC) 

변속기 1 4 15,000 600 

전·후자축 2 2 10,000 400 
시동전동기 1 5 5,000 250 

발전기 1 5 5,000 250 
투。L죠 ~~ 이 '-' E 1 2 10,000 200 
디스크휠 4 3 5,000 600 

범퍼 2 4 7,000 560 

문짝 4 5 12,000 2.400 
본네 E 1 4 10,000 400 

헨다 2 2 5.000 200 

합 계 18 5.860 

m 

밍
 

2. 승용차부품 판매율， 부품가격 표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전 자동차 장치를 폐차하도록 하고 일부 부품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품은 여러장치가 복합 

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판매에 따른 위법성시비가 잦아 재활용에 적 

극성을 띠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제도의 완비로 중고부품의 재사용율은 

점점 감소되는 실정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용차의 경우 재사용이 허용된 부품의 재사용 

율은 불과 2-6%에 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수리용 중고부품의 재활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 캄보디아등 동남아시아를 위시하여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가나 

및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중고부품의 수요가 있어 그나마 재활용되고 있었 

으나 최근 들어 이들 수출물량도 중고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감소하 

고 있는 추세에 있다. 

나. 소재별 재활용 

자동차의 구성소재중 80-75%가 금속재료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20- 25% 

가 합성수지나 유리·목재등 비금속 물질이다. 

이중 금속재료는 전량 회수가 가능하며 재활용도 용이하나 합성수지류는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 소재별로 분리·회수하더라도 경제성 

이 없거나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해 가는 수요업체가 없으며 재생기술적인 

변에서도 재료로서 재활용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 

1) 고철 

폐차체는 1차적으로 주요 재사용가능부품과 범퍼와 시트 등 합성수지류 

를 제거한 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엔진·변속기·차축·스프링둥을 차체에 

서 분리한 후 차체는 압축기로 압축하거나 산소절단기 또는 전단기를 이용 

하여 운송이나 용해로 투입에 용이하게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제강원료로 

매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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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폐차는 자동차제작시 경량화를 위하여 u l- 。
"" '- 부분에 합성수지를 

사용한 관계로 합성수지류가 상당량부착이 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는데 어 

려움이 많으며 완벽하게 분리한다 하여도 합성수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하여 제강공장에서는 폐기물 감량율을 높이 적용할 뿐더러 최하급 고철 

로 등급을 낮춰 납품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입고철이 많아 고철의 수급이 

원활하거나 고철의 공급량이 많을 때에는 폐차고철의 매입을 꺼리거나 가 

고철의 품질관리 및 매각에 많은 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고철의 품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고철속에 포함된 

구리， 알미늄과 불순물을 제거한 파쇄고철을 생산하여야 한다. 전국 폐차장 

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철가공시설로서는 파쇄기 (SHREDDER)가 271 전단 

기 (GUILLOTINE SHEARING MACHlNE) 4기 와 전 업 체 가 압축기 를 보유 

하고 있다. 

2) 고비철 

비철중 알루미늄은 엔진과 변속기·버스의 문틀과 신형라디에이터에서 u l-
1송 

은 양이 회수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고철에 비해 고가로 매매되고 있어 전 

량 선별회수되어 

동도 알루미늄과 

회수·재활용 된다. 

재활용되고 

마찬가지로 

3) 폐합성수지류등 

있으며 

재활용의 

전선·라디에이터와 모터류에 포함된 

주된 품목으로써 거의 전량이 선별 

폐합성수지류와 폐고무류는 부품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범퍼둥 극소수 

의 양을 제외하고는 수요처가 없을 뿐더러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이 현재 

실정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여 분리회수하지 않고 차체고철과 함께 압축하 

거나 분리된 합성수지와 고무는 자체 소각로를 이용하여 전량 소각 처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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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어 

폐타이어는 중고품으로 자동차에 재사용 되거나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제조와 맛줄제조용 또는 바닥깔게용으로 재활용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 

의 재활용되고 있지 않으나 대량소비를 위하여 시멘트회사에서 소성로에 

열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거나 폐타이어에서 카본을 생산하는 방안을 연 

구중에 있다. 

많은 도 지금까지는 군부대에서 진지구축용으로 수년간 폐타이어 처리에 

움을 주었으나 이 수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지구축이 거의 끝난 현시점 

에서는 폐타이어처리를 위한 기술이나 새로운 수요처가 개발되지 않으면 

또다시 처리에 큰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한편 진지구축용으로 지상에 설치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타이어는 환경 

보호차원에서 언젠가는 다시 발굴·회수하여 처리하여야만 보전과 생태계 

하는 까닭에 결국에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장래 통일비용으로 정부의 재정에서 지출되어야하는 

5) 배기가스 정화(폐촉매)장치 

87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승용차에 부착이 의무화된 배기가스 발 

산방지를 위한 장치의 촉매로서 백금과 로륨등 귀금속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촉매를 구성하고있는 금속물질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매우 학계， 연구소 그리고 여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국내의 귀 한 고가의 귀 금속으로서 일반기 

업체에서 회수를 위하여 

술의 미비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고철과 같이 압축하여 사장시키고 

되고 있다. 

있으며 지금까지는 회수기 

재활용하지 못한 채 일반 귀중한 자원을 

있었으나 현재는 전량 회수되어 재활용 

비록 대당 함유량은 적지만 경제성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수가 원활히 

있는 회수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이루어진다면 많은 양의 귀금속 

폐차 

회수 

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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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 배터리 

배터리에는 납이 다량 들어있어 이를 전량 회수하여 재활용되고 있다. 

폐차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배터리속의 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관에 힘쓰고 있다. 

7) 폐유리 

구형차종에서는 유리가 고무패킹으로 차체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가 용이 

하였으나 최근에 제작되는 신형차종은 외부로부터 내부공간 밀폐를 위하여 

유리를 차체에 접착하여 부착하기 때문에 차체로부터 유리를 분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또 분리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경제적 

일 뿐만 아니라 전면유리에는 PVB 필름이 내장되어 있으며 열처리로 인 

하여 산산조각이나 회수가 곤란하여 해체과정에서 폐차체로부터 분리하지 

않아 적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N.문제점 

1. 업체수의 과다증가 

폐차엽의 개방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폐차업체수의 증가는 폐차대수의 

증가율을 앞질러 업체당 년간 폐차대수를 매년 감소시키고 있으며 폐차사 

업의 경영을 압박하여 결국에는 업체의 영세화를 가속화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폐차업체 수는 제도화 초기인 85년도에 35개 업체로 시작하여 92년까지 

69개가 되기까지 8년간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94년 

1047~ 업체， 96년 1607~가 97년말 현재 185업체가 폐차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울러 폐차업체수의 급증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른 폐차대수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업체당 년간 폐차대수는 92년 3 ，663대， 93년 3，584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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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390대， 그리고 95년에는 2，860대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실의 폐차업은 현대기업의 특성과 자원의 재활용극대화를 위한 

자동화·기술집약화 추구를 불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뿐더 

러 오히려 폐차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가족중심의 영세사업으로 전락하고 

효율성제고와 재생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해체설비와 

요원한 실정이다. 도입이 

해체의 

고철가공시설의 

있어 

2. 중고부품의 재사용 금지 

우리나라 폐차제도는 자동차 관리적인 차원에서 법제도화된 까닭에 자동 

차의 안전성 확보라는 명분하에 아직도 많은 중고부품의 재사용을 근원적 

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부품의 재사용을 권장하고 부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자동차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고부품의 해체 관리 보관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소재로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중고자동차를 사용하는 소유자들은 수리용 부품의 

。] 。
(‘-

전량 폐기처 며 

중단되 

겪고 

상대적으로 

었거나 

있거나 저렴한 중고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고가인 신부품을 사용하여야하는 불편이 많다. 뿐만 아니라 중고부품의 재 

생산이 

탬
 

구
 

분하여 

0 
-뿜

 
시
L
 뿜

 
고
 

투
 
。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 폐차업계도 자동차의 해체기술도입，중고부품의관리. 

보관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한 실정이다 

양질의 이용하여 악덕유통업자들은 금지됨을 

로 위장하여 

사용이 

곤란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이 각 소재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서로 혼합하 

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체시 각 소재별로 분리한다는 

- 100 -

기술적으로나 것이 

3. 재활용을 위한 분리해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합성수지의 경우 자동차 내부의 미려함과 성형의 용이성을 위하여 

단일 소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안·팎을 각기 특성에 맞는 다른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까닭에 제작시 부품의 소재명을 MARKlNG 한다하 

여도 각 소재별로 분리·회수하기가 어려우며 일부부품은 소재별로 분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도 많다. 

더욱이 폐차업은 3D업종으로서 작업인부를 확보하는데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인건비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어 단순히 자원의 재활용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수요처가 없고 경제성이 없는 폐합성수지류를 많은 시 

간과 인력을 투여하여 분리해체한다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 

작사의 모순점과 사회적 환경비용의 부담을 최종단계인 폐차사업자에게 강 

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동차제작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하 

여 자동차의 설계시 재활용을 위한 구조 및 재질의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 폐기물 처리비의 상승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강재의 재료비율 

은 날로 낮아져가고 이와 반대로 합성수지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폐기 

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이 원활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적 

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들 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퍼류의 재사용율도 현저히 떨어져 폐기물의 처리에 많은 고 

심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폐차발생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회수·처리하기 위하여 폐차장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로서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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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폐차장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90%이상이 합성수지나 고 

무류로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 소각시 고온으로 인한 소각로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국내 소형 소각로 제작사의 기술수준 미흡 등 소각로의 제작 

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담당 

관청으로부터 수시로 지적·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v.개선방안 

1. 중고부품의 재사용 제한 폐지 

2. 분리·회수된 폐합성수지에 대한 의무 수거지원 

3. 신차 제작시 단일소재 사용 및 소재별 분리·회수가 용이한 설계 

4. 폐차 예치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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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6 

펴l 타이어의 쩨활용 

기 A 。 져口 
口 00 -L..!-. 

대한타이어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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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작년 7월중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다. 

자동차는 인류가 발명한 문명의 이기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 

가되고 있지만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자동차밀도 또한 높아져 자동차로 

부터 나오는 각종 폐기불과 오염물질에 대하여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의 수량은 금년도 약 2，073만개， 2000년 

도에는 약 2，500만개로 예상된다. 폐타이어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폐유와 

같은 종류의 악성 폐기물은 아니다. 그 자체가 인체에 흡입되거나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폐타이어는 재활용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은 수익성있는 사 

업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단기적으로 볼 때는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일종의 자원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폐타이어를 시벤트 제조시 보조연료로 이용하기 시작하였 

고， 금년도부터는 대량으로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폐타이어의 처리는 곧 재활용을 의미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 

로 보고 우리나라의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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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타이어의 구조 및 재질 

1. 구 조 

타이어는 구조상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는데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트레 

드(Tread) ， 쿠션을 유지하는 사이드월 (Side WalD, 휠과 맞물려 있는 비드 

CBead)부분으로서 고무층이 가장 두꺼운 부분은 트레드이다. 모든 승용차 

용 타이어와 일부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타이 

어 내부에 합성고무를 입혀서 튜브 역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타이어는 내부의 코드 배열구조에 따라 바이어스CBias) 타이어와 래디알 

(RadiaD 타이어로 구분하는데 래디알 타이어가 수명 쿠션 등 기타 기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승용차용 타이어는 모두 래디알이고 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도 래디알형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숭용차용> <트럭·버스용> 
유므타엉터어이 R므~~ 스 디 01찌 

얼므 

<바이어스타이어> <래디알 타이어> 

트에드 트혀E 

':J ~ 

'1'" 스 

트에드엔티리인 
트에드안티혀인 

그림 l. 타이어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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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질 

타이어에 사용되는 재질은 주로 고무류， 충전재， 스틸， 섬유， 화공약품류 

인데 타이어 용도와 원자재의 물성에 따라서 배합구성비와 사용량이 각각 

다르다. 승용차용 타이어는 천연고무보다 합성고무를 많이 쓰고 반대로 트 

럭용 타이어는 천연고무를 더 많이 쓴다. 일반적으로 사용부하가 높은 트 

럭용 타이어는 승용차용보다 강도가 높은 코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일부 

트럭용 타이어는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섬유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부 스틸코드를 사용하여 제조하기도 한다. 

스틸코드는 폐타이어의 가공도를 어렵게 하고 가공비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무부분이나 섬유코드 등은 자연분해가 어렵고 불완전 소각시 검 

탱과 냄새를 발생한다. 그러나 고무는 탄력성이 있어 여러 가지 물건으로 

가공하여 다시 이용할 수가 있다. 

참고로 ’97년도 국내 타이어업계의 원자재사용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표 1. 타이어 원자재 구성비 

(단위 : %) 

\\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섬유코드 스틸코드 기타 계 

τ= 그 낳L 

25.2 19.3 23.7 4.2 7.7 19.9 100 
구성비 

ID. 폐타이어 이용방법 

폐타이어의 이용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하겠으나 가공도와 수익성 여하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다르게 진척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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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순이나 ’98 

전망이다. 

세가지가 대별하면 이용단계로 조
 
。최

 
재활용 방법을 

작년도 우리나라의 

하반기부터는 

폐타이어의 

방법을 다 설 

있거나 앞으로 이 

활용하는 

여기서는 

년 

폐타이어를 

명하기는 이용되고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요
 

주
 
’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축대 둥 토목공사， 쓰레기 매립장 

재사용， 수출 

내충격， 안전장구 

농장， 양식장 어초 

많아질 것으로 

방법별로 이용수량은 표 8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형이 

예상되는 용이 

본돈] 

생4 재생타이어 재생고무 

단j 맛줄 가구용스프링 , 

재활용 순위는 원형이용， 가공이용， 열이용 

열이용， 가공이용， 원형이용 순으로 재활용될 

방법을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모든 

현재 

재 

절 

무
 뱃
 

고
 무
，
 

재
 고 동
 

자
랙
 트
 

축
 트
 펼
 

건
 장
 스
 

동
아
 

말
 운
 무
 

H 

τ
 ’ 
고
 

n 
T 

로
「
 

고
 부
큰
 
트
 

쇄 
가공이용 

타이어 
고카본무블(천랙연， 합성) 

원자재 
섬유(나에스일론테르， 폴 동리) 
λ틸 

가스， 오일， 카본블랙， 
활성탄 동 제조 

열분해 

또는 분쇄하여 시멘트킬른， 
제지공장의 연료 웰혈 열이 용 

그림 2. 폐타이어의 재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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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형이용 

이용방법으로서 원형이용을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장 많이 이용된 방법이다. 특히 군사용 목적의 토목자재로서 

왔으나 앞으로는 수요가 단절될 것으로 보인다. 수집된 폐타이어 

가운데는 마모상태가 양호하여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재생타이어를 만들 수 

우선 원시적인 

나라에서 

활용되어 

일부 이용도 하지만 해외로 수출하는 있는 타이어가 상당하므로 국내에서 

수출한 중고 타이어는 약 110 

금액으로는 약 1 ，030만불 규모이다. 우리보다 부유한 호주나 뉴질 

중고타이어를 수입 이용하고 있는 점은 IMF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수량도 많다. 참고로 작년도에 

만개이며 

랜드에서도 우리나라의 

원형이용방법은 도로 

적다. 농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그외 실고 

있으나 수요는 안전시설공사， 놀이터 등의 안전장구로 쓰이고 

양식장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지방차치단체의 

의 

장이나 미관을 해 

방지 

소홀하여 

침출수 

있으나 사후관리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출
 

누
 
’ 치고 

보호하기 위하여 폐타이어를 원형으로 차수막위 용 차수막을 쓰레기로부터 

있다. 원형이용방법은 특수한 용도로 이용할 경 공법이 성행하고 에 까는 

한계가 있고 부 

때문에 폐 

우 그 기능이 뛰어나다 하겠으나 대부분의 방법이 수요에 

최종처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볼 때는 차선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낮은데다 언젠가는 

측면에서 

가가치가 

타이어처리 

2. 가공이용 

가. 재생 

타이어의 흠이없는 경 트레드 마모상태가 양호하고 옆부분(Side WaII)에 

우 재생타이어를 제조할 수 있다. 

다 트레드를 만들어진 이미 위에 잘 깎아내 고(Buffing)그 택
 

페
 에 

트
 

시 붙이거나(Precuring)고무를 덧씌워 가황을 하는(Remolding)방법이다. 주 

이용하나 재생타이어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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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메릿트가 적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요가 활발하지 못하다. 

최근에는 승용차용 타이어도 재생하여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재생고무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원료는 주로 천연고무의 

배합비율이 높고 재생고무를 만드는데 적합한 트럭-버스용 폐타이어의 고 

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물렁한 고무가 딱딱한 어떤 형체를 가지는 제품 

으로 변화되는 이유는 고무의 분자와 유황의 분자가 결합(V ulcanizing)하 

기 때문인데 이 유황을 다시 분리해 낸 것이 재생고무이다. 재생고무의 용 

도는 많지만 물성과 기능에서 신고무와 차이가 있고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역시 수요에 한계가 있다. 

나.절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형 폐타이어중 스틸코드를 쓰지 않는 바이어스 

타이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레드와 비드부분을 제거하고 세로로 자르 

면 긴 벗줄이 나온다. 이 맛줄은 자동차화물 결박용으로도 이용하지만 침 

대， 의자， 소파의 스프링 대용으로 이용하기도하고 짧게 끊어서 철사에 궤 

면 신발털이나 동산코스 골프장 보도에 깔 수 있다. 일본에서는 스틸코드 

가 든 타이어는 토막내어 연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다.분쇄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철분과 섬유질을 제거한 것이 고무분말이다. 

고무분말은 입자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생산비용과 용도가 다르다. 고 

무분말은 통상 기계적 마찰방식에 의하여 제조하기도 하나 선진국에서는 

타이어를 일정크기로 분쇄한 후 액화질소 둥의 냉매를 이용하여 영하 170 

-200 0C 상태로 얼린 후 파쇄하여 아주 미세한 분말을 생산하기도 한다. 

고무분말은 주로 고무블록，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운동장트랙， 고무 뱃트 

둥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어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생산비， 접착 

제 (Binder) ， 염료 등의 자재비가 비싸 수요가 활발하지 못하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연간 200만개의 폐타이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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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여 실수요자에게 고무분말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설비 완공 단계에 

있다. 

최근 국내에서 고무분말을 이용한 건축용 몰탈이 개발되어 보온， 방수， 

방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건설업계에 보급될 경우 상당한 고무 

분말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고무아스팔트를 만들 수 

있는데 고무아스팔트는 노면의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과 배수성이 양호하고 

동절기 노면 파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주로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 

다. 

라. 열분해 

폐타이어를 밀폐시킨 공간에서 열을 가하고 산소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타지 않고 바스러진다. 이를 건류라 하는데 이때 발생한 가스를 그 

대로 연료로 쓸 수 있고 액화하여 오일을 제조하기도 한다. 검맹을 포집하 

면 카본블랙이 된다. 

이 방법은 오일 속의 유황성분제거， 카본블랙의 과립화(Pelletizing) 비용， 

잔여폐기물의 최종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화학약품에 의한 폐타이어의 분해가 연구되고 있다. 

3. 열이용 

최근 환율상승과 함께 국내의 연료 다소비 업종은 폐타이어의 보조연료 

이용에 관하여 관심을 높이고 있다. 타이어는 품종별로 발열량이 다르지만 

스틸래디알 타이어가 7， 180kcla/kg이고 섬유코드 타이어는 그 보다 높은 

8，570kcal/kg이다. 석탄의 열량이 6，OOOkcaνkg인 점을 감안 할 때 타이어는 

좋은 대체 연료이다. 폐타이어를 연료로 이용하는 방법은 원형그대로， 또는 

잘라서 쓰거나 그 보다 더 작은 조각(Chip)으로 만들어 이용한다. 폐타이 

어를 열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시멘트킬른(Kiln， 소성로)에 투입하 

여 보조연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타이어가 갖고 있는 높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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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시벤트제조 공정상의 특성(에너지 대량 소비 및 킬른 내부의 

잘 맞아 최대한으로 폐타이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무나 코드 

고열)이 

연료로， 스틸과 황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시멘트 원료로 흡수되며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환경친화적인 이용방법이다. 시멘트공장은 환 

설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투자를 

재가 '-L一
전혀 

경보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현재 쌍용양회 영월공장에서 

성행하고 

추진하여 

할 필요도 없다. 

이 방법은 독일， 일본， 미국에서 

타이어공업협회의 시범사업으로 연 

있으며，쌍용양회 

공장에서도 연간 600만개분의 폐타이어를 칩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일부 가 

동중이며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폐타이어의 대량 이용체계가 급속히 

체에서도 자체 폐지물 소각처리설비의 

소각하여 열을 얻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동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타이어업 

폐타이어를 

원형으로 이용하고 

금년말부터는 

구축될 전망이다. 그외 

이용하여 

처리구조 현황 

을
 

려
 「

느
 
。여유 

다l 
:A 

폐타이어를 

발생 N. 국내 폐타이어 

소형 간 250만개의 

1. 신제 타이어 생산 · 판매 현황 

우리나라는 ’97년도에 약 5，900만개의 

이어 세계 5위의 타이어 생산국가이다 

판매량의 3분의 2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내의 급속한 자동차보급 

과 함께 내수용 타이어 판매물량은 연간 약 2천만개가 된다. 

프랑스에 생산함으로써 타이어를 

이상 포함하면 최소 연간 약 2천만개 

의 폐타이어 발생요인을 가지고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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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제 타이어 생산 · 판매 현황 

(단위: 천개， 천톤) 

’93 ’94 ’95 ’96 ’97 
평균증가율 

(’93- ’97) 

생 산 42.960 48.698 53,412 57.779 58.599 8.1 

(중 량) (610) (663) (743) (785) (782) (6.4) 

내 -까r 16,125 17,944 17,898 18,253 19,708 5.1 

(중 량) (224) (252) (256) (266) (282) (5.9) 

수 출 26.352 30.054 33.431 39.559 39.812 10.9 

2. 폐타이어 회수·처리체계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98. 4월 현재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 5개사， 수입 

업체 15개사와 폐타이어 회수-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91년도부터 

회수·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총 

23개의 전문 수거·처리업자를 지정， 운용하고 있다. 

지정업자가 폐타이어 수거후 협회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요율은 대형 

개당 500원， 중소형 150원， 오토바이용은 50원이다. 이 비용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협회는 연간 약 32억원의 폐타이어 대 

책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폐타이어 발생량중 70%는 협회의 수거조직 

에 의하여 회수되고 있으며， 나머지 수량은 비수거조직 또는 폐타이어 이 

용자들이 직접 회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지정수거업자들은 폐 

타이어를 직접 재활용하기도 하나 대부분 재활용 사업자나 군부대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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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업무 용역계약체결 

>
수거비 지원 

무상공급 

재활용자 

그림 3. 폐타이어 회수 · 처리 체계도 

및 처리구조 발생 3. 폐타이어 

발생량 

가. 발생 현황 

신제 타이어의 내수판매시기와 평균수명을 감안하여 폐타이어의 

을 추정해 본 결과 ’97년도 국내 폐타이어 발생량은 1 ，758만개로서 ’92년도 

은
 
거
 

챔
 

륜
 

이
’
 

경트럭용으로서 

비중은 

의 1 ，086만개에 비하면 연평균 10.1% 증가했다. 

발생량의 84.7%가 중 · 소형타이어(승용차용， 

별도)이다. 폐타이어 발생량중 스틸래디알 타이어의 

구 

요μ
 래
언
 
덮
 

차
 
정
 

장
 

용
 
추
 
차
 

승
 

폐
 

것으로 

수리점과 

정도인 

판매， 

60%, 트 럭 · 버 스용은 20% 
2C2 
，-=등~ 대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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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 전자의 발생 비중은 전체 발생량의 약 80%, 후자가 20% 이 

다. 그러나 폐차대수의 증가로 폐차장에서 폐타이어 발생비중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지역별 차량보유대수 구성비에 따라 폐타이어의 지역별 발생량을 추정해 

보면 수도권(경인， 강원지역)이 전체 발생량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다 

음 부산·경남지역이 16%, 대구·경북지역이 12%, 광주·전라권， 대전·충청 

지역이 각각 10% 정도이다. 

지방의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지역 

발생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폐타이어 발생 현황 

(단위 : 천개) 

구 τ 님r ’92 ’93 ’94 ’95 ’96 ’97 

대 혀。 1,716 1,628 1,535 1,599 1.620 1,713 

중소형 8,194 9.483 10,220 11,184 12,804 14,877 

이륜차용 950 1.056 1,015 1,177 964 994 

합 계 10,860 12,167 12,770 13,960 15,388 17,584 

나. 회수·처리현황 

’97년도 폐타이어 발생량 1.758만개중 협회의 수거조직이 회수한 량은 

1 ，268만개로서 발생량의 약 72%가 된다. 회수량은 ’92년도의 394만개에 비 

하면 연평균 26.3% 증가하였다. ’97년도의 처리량은 1,052 만개로서 발생 

량의 약 60% 이며， 회수량 대비하면 83% 이다. 

한편 표 8에 의한 폐타이어 처리방법별 구조를 보면 원형이용이 59%를 

- 115 -



차지하고 가공이용이 28% , 열이용이 13% 수준이다. 군부대의 토목공사이 

용이 전체 처리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이 방법이 절대적이 

나 ’98년부터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하거나， 타이어 

재생이용방법은 각각 10% 수준에 있다. 건류소각방법은 ’92년도에 20% 였 

으나 ’97년도에는 3.1%로 위축되었다. 향후 처리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 

되는 방법은 시멘트 킬른열이용， 폐고무 분말제조 등이다. 

표 4. 폐타이어 발생량 대비 회수 · 처리율 

(단위 : 천개， %) 

구 τ 님r ’92 ’93 ’94 ’95 ’96 ’97 
연평균 

증가율 

발생량 10,860 12,167 12,770 13,960 15,388 17,584 10.1 

회수량 3,940 6,475 8,002 11 ,136 12,155 12,680 26.3 

처 리 량 3.128 6.123 8.207 11.003 10.782 10.522 27.5 

회수율 36.3 53.2 62.7 79.8 80.0 72.1 발생량대비 

처리율 79.4 94.6 102.6 98.8 88.7 83.0 회수량대비 

v. 외국의 폐타이어 이용 현황 

l. 일 본 

’96년도 일본의 폐타이어 총 발생량은 1억 1백만개 (987천톤)로서 최근 5 

년간 연평균 2.4% 증가하였다. 발생량의 약 80%는 판매·수리점 등에서 타 

이어 교체시에 발생하였고， 나머지 수량은 폐차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체 

발생량의 91%가 재활용 처리되었으며， 이는 ’95년도 처리율 93%보다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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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실적이나 일본은 선진국중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최고의 처리율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80년대부터 처리율이90% 수준에 근접하였다. 

처리방법별로는 수출(원형상태) 및 가공이용이 전체 발생량의 40%를 차지 

하고 있고 시멘트， 제련， 제지공장 등에서 열이용 하는 것이 51%나 된다. 

용도가 확실치 않거나 미처리 잔량은 9%에 지나지 않는다. 

표 5. 일본의 폐타이어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구조 

’92 ’93 ’94 ’95 ’96 

iEj프l -거「‘ 량(백만개) 92 89 92 99 101 
생 
근。l: 걷 :I「: 량(천 톤) 840 829 862 943 987 

수 출 용 25 18 16 16 17 

원형또는 
재생고무， 분말 12 12 11 12 12 

재생타이어원단 9 10 10 9 8 

* 가공이용 
기 타 

처 
3 3 3 3 3 

리 -거l、- 계 (A) 49 43 40 40 40 
구 

-τî. 시멘 E 킬른용 20 27 29 29 28 

(%) 중소형보일러용 13 13 14 13 12 

열이용 금속제련제지용 9 9 8 7 7 

타이어회사공장 1 1 2 4 4 

-까4、- 계(B) 43 50 53 53 51 

계 (A+B) 92 93 93 93 91 

용도불명분 8 7 7 7 9 

* 중량기준 자료 : JATMA(일본 자동차타이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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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미국에서는 매년 2억 5천만개 정도의 폐타이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폐타이어량은 20억 ~30억개 에 달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폐타이어 재활용률은 1993년도에 발생량 

대비 약 30%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대부분의 폐타이어가 매 

립， 야적 또는 불법투기되고 있고， 가끔 대형화재도 발생하여 폐타이어 처 

리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칩 (chip) 형태의 연료， 도로포장， 재생고무시장 

을 최대 잠재시장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서의 사용확대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1995년도의 폐타이어 재활용량은 1억 7，450만개로 1994년도에 비 

해 26%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발생량의 69%를 처리하고 있다. 재활용방법 

중 가장 높은 것은 대체연료이용인데 ’95년도의 열이용량은 1억 3천만개， 

’96년도의 열이용 목표는 1억 8천만개로서 전체사용량의 77%에 달하고 있 

다. 그밖에 수출， 토목공사， 고무분말사용 등이 2l.3%의 높은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표 6. 미국의 폐타이어 재활용현황 

(단위: 백만개， %) 

구 1 Br ’94 ’95 ’96(목표) 구성 1:1](’96) 

대체연료 101 l30 182 77.1 
-/i「‘ 줄 12.5 15 15 6.4 

토목공사 9 12 20 8.5 
압축， 분쇄한 상품 8 8 8 3.4 

Jl -" 디「 τ 님r I E1L 4.5 6 7 3.0 
i。드 겨U 용 2.5 2.5 2.5 l.0 
기 타 1 1 l.5 0.6 

합 계 138.5 174.5 236 100 

자료 Scrap Tire Manage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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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 일 

94년도 폐타이어 발생량은 55만톤이며， 재활용률은 전체 발생량의 약 

89% 수준이다. 그중 시멘트업체에서의 열이용이 40%로 가장 높다. 독일의 

Alsen Breitenburg 시멘트업체는 열원의 50%를 폐기물로 대체 이용하고， 

그중에서 40%는 폐타이어를 5cm 정도의 크기로 분쇄하여 사용하고 있다. 

Veva Oel사는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수소첨가에 의한 고분 

자 분해기술을 개발하여 앞으로 대량이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고 

무와 플라스틱을 입자상태에서 열분해하여 오일과 가스를 추출하는 것이 

다. 독일은 처리요금을 법률로 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개당 3-5마르크이며， 트럭·버스용 타이어가 개 

당 5-10마르크이다. 

VI. 국내 폐타이어 이용전망 

1. 발생전망 

금년도의 폐타이어 발생예상량은 2，073만개(중량으로는 23만 2천톤)이다. 

IMF체제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단기간의 발생량은 둔화되겠지만 2000년 

도에는 약 2，500만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7) 

이륜차용 및 중소형 타이어의 비중이 90%를 상회할 것이며， 대형 폐타 

이어는 스틸코드를 사용한 타이어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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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폐타이어 발생전망 

(단위 : 천개， %) 

구 ; 님r ’96 ’97 ’98 ’99 2000 
연평균증가율 

(’96-2000) 

대 혀。 1,620 1,713 1,727 1,976 2,106 6.8 

중소형 12,804 14,877 17,987 19.263 21 ,426 13.7 

이륜차용 964 994 1,015 1,212 1,240 6.5 

합 계 15.388 17.584 20.729 22 ,451 24.772 12.6 

2. 이용전망 

단기적으로 국내 폐타이어 이용전망은 군부대의 수요여하가 변수이다. 

가공이용， 열이용이 ’99년부터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97년 발생량 대비 

60%의 이용율은 2000년에는 80%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중에서 가공 

이용은 28.5%에서 30.8%로， 열이용은 12.7%에서 52.5%로 높아지는 반면 

58.8%의 원형이용은 16.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대량이용 · 처리방법이 증가함에 따라 군부대의 토목공사 수요에 대 

한 공급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폐타이어의 원형이용 

은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 수출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년 중반부터 폐타이어의 시멘트 킬른 이용방법이 확대되면 가 

공이용방법과 상호 보완적인 수급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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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폐타이어 이용 · 처리전망 

(단위 : 천개) 

’ 97 ’ 98 ’ 99 2000 

발생량 17,584 20,729 22,451 24,772 

재생타이어 1,076 1.000 1.300 1.700 

Jl..! 디，1: 님r n EL n *1 

1.582 2.200 2.500 3.500 가 건축자재 
二。쿄 

활 성 탄 
이 

500 500 500 

용 맛줄등 기타 345 350 400 450 

-까~、- 계(B) 
3.003 4,050 4,700 6,150 

(28.5) (25.3) (26.1) (30.8) 

시멘 E 킬른 1.009 6.500 8.500 8,500 
열 

건류소각 329 1,200 1.800 2.000 
。1

용 ::î::、 계 (A) 
1,338 7,700 10,300 10,500 

(12.7) (48.1) (57.2) (52.5) 

토목공사 4,238 1,500 

원 쓰레기매립장 859 1,500 1,650 1,850 
혀。 

。1
-까r 줄 1.084 1.250 1,350 1,500 

용 -까~、- 계 6,181 4,250 3,000 3,350 

(58.8) (26.6) (16.7) (16.7) 

처리량 합계 
10,822 16,000 18,000 20,000 
(100) (100) (100) (100) 

잔 2J= 7,062 4,729 4,451 4,772 

(처리미확인) (40.2) (22.8) (19.8) (100) 

합 계 17.584 20,729 22.451 24.772 

(100) (100) (100) (100) 

o (는 구성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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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맺음말 

지금까지 폐타이어는 처리가 잘안되고 적체가 되었으므로 폐타이어를 폐 

기물처리 차원에서 보아옹 것이 사실이나 금년 하반기부터 폐타이어를 연 

료나 원료로 대량 이용하는 수요처가 출현함에 따라 여기에다기존수요처의 

소요량까지 감안하면 이제 폐타이어는 명실상부한 자원으로서 새로운 전기 

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폐타이어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려는 연 

구노력이 확산되어 폐타이어의 이용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 

적이다. 

그러나 폐타이어의 이용이 보다 더 부가가치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 

으로 정착되자면 아직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폐타이어 분말을 아무리 싼값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드라도 이 

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개발과 그 제품에 대한 수 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폐타이어의 재활용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타이어업계는 대량 이용자에 대한 폐타이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 

하여 수집， 운반체계의 확립에 더욱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것이나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업계의 재활용 노력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더 부가가 

치가 높은 폐타이어 가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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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7 

방사선 금속 폐기물의 쩨활용 

문제권， 박상윤， 정종헌， 이정원， 오원진 

한국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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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원자력은 제한된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 

고 있고 앞으로도 또 다른 획기적인 대체 에너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당 

분간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자력의 이용 역사가 깊어 

지면서 노후시설의 해체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해체 시에 발생할 많은 양의 

금속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향후 50년 이내에 약 3천만 톤의 방사성 금속폐기물이 원자력시설의 해체 

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의 금속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150억불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따라서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의 효과 

적인 관리 방안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 방사 

성 금속폐기물의 재활용은 처분부피의 감축을 통한 환경친화성 향상과 부 

존 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과제 

라 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의 약 40% 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도 현 

재 연구용 원자로인 TRIGA의 해체가 진행중이고 머지 않은 장래에 노후 

원전의 해체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어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방사성 금속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본 해설에서는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재활용 방안， 재활용 금속폐기물의 

발생 현황， 외국의 방사성 금속폐기물 재활용사례 및 경제성 그리고 재활 

용을 위한 기술 둥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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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방사성 오염금속의 재활용 방안 

l. 재활용 경로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금속 폐기물들의 재활용 경로를 그림 l 

에 요약하였다. 

제한구역 

한필 • 

J 

부산물 

그림 1. 방시성 금속펴|기물의 재활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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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로 A: 이 경로는 오염 방사능의 준위가 아주 낮아서 일반 환경에 

제약 조건 없이 방출되는 경우이다 컴퓨터 등과 같이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와 정련 및 가공공정을 거쳐 재료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O 경로 B 조건적인 재활용에 해당한다. 방사성 오염 금속은 일차로 

제염한 후 제한된 환경에서 용융하여 체적 오염도를 평가한다. 체적오염도 

가 일반 환경방출 기준이하인 경우 상용로에서 2차 용융을 하거나 바로 가 

공공장을 경유하여 재활용시킨다. 

O 경로 C : 조건적인 재활용의 확장 경로이다. 제한된 환경에서 가공되 

어 일반환경의 규정된 곳에서만 재활용하는 방안이다. 오염방사능이 무제 

한적 재활용 준위를 초과하나 오염 방사능의 반감기가 아주 짧아서 일정기 

간 경과 후에는 무제한적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O 경로 D: 제한된 구역내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이다. 오염도가 일반 환 

경에 방출할 수는 없으나 원자력시설 등과 같은 제한된 구역에서 재활용하 

는 것으로 방사성 폐기물용기 등의 제작이 대표적이다. 

2. 재활용 기준 

재활용을 위한 잔류 방사능의 기준은 방사성 핵종에 따라 인체의 위해가 

제한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장 보수적인 

관계없이 방출기준을 선정하는 나라도 있다. 또한 무제한 

다르기 때문에 핵종별로 

기준으로 핵종에 

적 재활용이냐 아니면 제한적 재활용이냐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 

에 이를 일괄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세계 각국에서 

위한 방출형태는 다음과 같다2) 

적용하고있는 폐기 

물 재활용을 

- 무제한적 재활용 :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웨댄， 

체코， 미국 

원자력 재활용 : 독일， 스웨댄 

독일， 미 

있으며，방출 

재활용을 위한 방출 : 캐나다， 프랑스， 

방출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분야에 제한적 

분야에 제한적 

여러 가지 

- 원자력 

국.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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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또한 나라별 혹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사업과제 별로 다양하게 실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라별 무제한 방출기준은 최대 표면오염도 및 최대 

비방사능으로 구분되는 데 다음과 같다. 

각 나라에서 p 및 v 선원에 대한 최대 허용 표면오염도는 각각 

- 0.37 Bq/cm2 : 체 코 

- 0.40 Bq/cm2 : 벨 기 에 

0.50 Bq/cm2 : 독 일 

- 0.83 Bq/cm 2 : 미 국 

- 1.00 Bq/cm 2 : 캐 나다 

- 3.70 Bq/cm2 : 프 랑스 

- 4.00 Bq/ cm2 : 스웨 멘 

등이며， 미국과 스웨댄에서는 국부적 오염인 경우 상기의 값보다 3 -

10 배 높다. 각 나라에서 Q 선원에 대한 최대 허용 표면오염도는 상기 값 

의 1/ 10 정도이다. 선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허용 비방사능을 규정한 

나라도 있다. 

- 0.10 Bq/ g : 스혜 댄 

0.40 Bq/ g : 영 국 

그리고 p 및 v 선원에 대한 최대 허용 비방사능은 다음과 같다. 

0.10 Bq/ g : 독일 및 체코 

0.37 Bq/ g : 프랑스 및 독일 

- 0.50 Bq/ g : 독일 

1.00 Bqlg : 벨기에， 이태리 및 독일 

- 2.00 Bq/ g : 독일 

- 4.00 Bq/ g 스웨 덴(인조방사능) 

이 경우도 Q 선원에 대한 최대 허용 비방사능은 상기 값의 1/ 10 정도이 

다. 

핵종별 최대 허용 표면오염도나 비방사능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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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스웨멘， 영국 및 미국 둥이며， 총 방사능， 질량 및 

한하는 나라는 벨기에 독일 및 스웨멘이다. 

부피를 제 

이와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출기준이 없고 각 나라별 혹은 사업과 

제별로 방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사성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 

한 방출에 큰 장해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시설 해체과제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Q.. è~ 
" l :t 

(CEC)을 중심으로 한 OECDφ~EA 는 IAEA 와는 다르게 국제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출기준이 조속히 확립되기를 원하고 있다. 

111.방사성 금속폐기물의 발생 현황 

국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특수강과 탄소강이다. 방사성 

금속폐기물은 대부분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금속폐기물의 단기적 발생원은 원자력시설의 

가동중 유지보수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TRIGA 연구로의 해체를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원전의 가동수명이 다하여 

금속폐기물이 발생될 것이다. 

해체될 rl 。
' dT 일시에 

엄청난 양의 

국내 원전의 유지보수시에는 ‘94년 말까지 약 500 톤이 발생되었고 2,000 

년 까지는 약 800톤이 발생될 전망이다. TRIGA 연구로는 2，000년까지 해 

체될 예정이며 

보인다. 

100톤 이상의 방사성 금속폐기물이 일시에 발생될 것으로 

이에 반해 장기적으로 노후 원전이 해체될 경우 호기당 약 5만톤의 방사 

성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현재 가동중이거나 고l t二금속폐기물이 

가동될 원전의 수명을 고려한 장기적 발생량 추이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2015 년 경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2030년대 후반에는 약 75만 톤의 방사 

성 금속폐기물이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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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장기적 방사성 금속폐기물 발생 추정량 

N. 방사성 금속폐기물 재활용현황 및 경제성 

1. 재활용 현황 

방사성 금속폐기물은 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소규 

모의 원자력 시설 해체가 시작된 현재까지는 재활용 실적이 그리 많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는 동서간 냉전시대의 마감과 더블어 그동안 핵무기 제 

조에 사용되었던 시설을 해체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속폐기물이 발생하기 시 

작하여 현재 종합적인 재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나， 정확한 재활 

용 실적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다만 향후 약 2백만톤의 금속폐기물을 재 

활용할 사업을 미국 에너지성 (DOE)를 중심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1 rl3l 
λA ..， 

유럽의 경우는 소형 발전로 및 연구로나， 재처리 시설의 해체에서 발생 

되는 금속폐기물을 소규모로 재활용하면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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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은 OECD이EA 공동프로젝트를 통하여 재활용 사례를 요약한 것 

이다1) 

표 1. OECD!NEA의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사례 

방사성폐기물 재활용형태 적용기술 현황 

비등경수로 예열기 
무제한 

용융 완료 
방출/재활용 

중수로 증기발생기 무제한방출/재활용 표면제염/용융 완료 

경수로 증기발생기 
무제한 

표면제염/용융 연구단계 
방출/재활용 

벨기에 
무제한 

재처리시설의 Fuel 
방출/재활용 

용융 완료 

racks 

알루미늄 열교환기 
무제한 

용융 진행단계 
방출/재활용 

재처리시설 무제한 
표면제염/계측 완료 

Driptray 방출/재활용 

재처리시설 부품 
무제한 

표면제염/계측 계획단계 
방출/재활용 

프랑A G2/G3 원전 제한적 
표면제염/용융 완료 

해체금속 방출/재활용 

재처리시설 제한적 
표면제염/용융 완료 

계통금속파이표 방출/재활용 

일본의 경우에는 원자력 시험로인 ]pDR을 해체하면서 발생된 금속폐기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확보와 아울러 재활용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는 재활용을 위한 기술은 

확보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재활용을 하고 있거나 재활용기준 설정을 서두 

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TRIGA 해체에 대비하여 재활용 요소기술은 확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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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재활용 기준의 설정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이다. 

2. 재활용 경제성 

방사성 금속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경제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경제성은 국가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원자력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고 폐기물 처분에 관한 비용기 

준도 확보되어 경제성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경 

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단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경제성 평가 

가 쉽지 않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비교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이 용 

이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면 가장 보수적 환경에 있는 국내에서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 미국 에너지성의 해체금속 재활용 경제성 평가3) 

핵무기 제조시설로 사용된 약 2.000톤 정도의 금속장비들을 제염후 재활 

용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재활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평가한 재활용 시나리오는 금속을 표면 제염하여 Scrap metal 로 재활용 

하는 경우， 표면제염 없이 용융 제염하여 Ingot 로 재활용하는 경우， 국가 

가 운영하는 원자력시설 내에서의 재사용하는 경우 및 일반시장에 판매하 

는 4가지 경우이다. 각 시나리오별 소요 비용을 비교하여 표 2에 나타내었 

다. 재활용하는 것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보다 훨씬 경제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나리오별 평가에서는 국가기관 내에서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 

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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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활용 시나리오별 경제성비교 

시나리오 비용($) 비용 증감(기준대비) 

매립 처분(기준) 33,130,000 0 

Scrap Metal 로 재 활용 7,504,500(2) 24,967,500(2) 

Ingot 로 재활용 8,162,500(2) - 24,619,500(2) 

국가기관에서 재사용 7 ,435,500(2) - 25,600,500(2) 

장비의 무구속 매각 7,830,500(2) 25,300,000(2) 

주 : 상업단가 처분비 ($400!cubic ft) 적용 

나.OECD이EA의 경제성 평가1) 

OECD!NEA의 해체프로젝트에는 187B 의 과제가 참여하고 있으며 완료 

된 과제들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재활용 규모가 수십톤에서 수백톤 이하의 소규모임에도 직접 처분하는 

방안에 비해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미국과 OECD!NEA의 경제성 평가 결과로 볼 때 국내에서도 소 

규모의 재활용시에도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0ECD!NEA의 방사성 금속폐기물 재활용 경제성평가 

표로책 E 재활용 양 
비용 

재활용 처분 
비등경수로 

예열기 
148 톤 2.133.000 SEK 3,300,000 SEKI 

가압경수로 
286 톤 7,000,000 SEKI 

증기발생기 
6,470,000 SEK 

Fuel Rack 1 개 3,108.000 SEK 4,137.000 SEK 
Belgoprocess 

-열교환기 - 42 톤 10.310.000 BFR 16,639,000 BFR 

Fuel Rack - 32 톤 7,146.000 BFR 7.326.000 BFR 
재처리시설 부품 18 톤 4.203.000 BFR 7,426.000 BFR 
재처리 시설 부품 309 톤 80.308.000 BFR 239.980.000 B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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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방사성 금속폐기물 재활용 기술 

방사성 금속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금속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이를 평가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 

하게 처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발생된 폐 

기물을 재질별 오염 특성별로 분류하고 절단 가공하는 전 처리 공정， 분류 

된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표변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염공정， 제염시 

발생한 2차 폐기물의 재생 또는 감용 동의 처리공정을 거치게 된다. 제염 

된 금속폐기물은 잔류 오염정도를 재 측정하여 일반 금속과 같이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공정도를 나타내면 그 

림 3과 같다. 

o 

|隨斷
(전처리 제 염공정 11전해/회혀 지| 염공정) 

a 
• 1 크레인/원격조작 1 11 

(잔류 빙 시능 측정/ 

영 기 ) 

그림 3.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표면제염 및 재활용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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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L Á .:J 4)-6) 
。 'd1. 전처리 

특성에 따 전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된 금속폐기물을 오염 

높거나 오염특 

곤란하기 방사화에 의한 경우 오염 방사능을 제거하기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고， 반대로 오염도가 낮거나 금속표변에 

가능한 폐기물은 

분류한다. 오염도가 아주 대상으로 라 재활용 대상과 처분 

자체의 

님
}
ι
 

지
E
 

샤
저
 

채
까
 에

”
 

이
 

문
 

서
。
 때
”
 된다. 일단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된 폐기물은 재질별로 분류한 후 제염작업이 용이하 

도록 절단하는 작업을 거친다. 전처리 단계의 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재활용 대상이 있어서 제염이 주로 오염되어 

방사성 금속펴|기물 

[|、구搬페 

방사능계측 

재질분류 털렵 

절단/가공 

흐름도 금속폐기물 재활용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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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사성 



2. 표면제염 공정 

가.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오염특성 

방사성 금속혜기물의 오염 특성은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착.집적 

오염， 내부성장 부식산화막 중의 오염 및 모재 침투성 오염의 3가지 형태 

로 분류할 수 있다. 

식산화막의 형태는 성장 산화막과 집적 산화막의 조성이 다소 차이는 있 

으나 크게 분류하면 철산화물(Fe203. Fe304). 철-크롬/철-니 켈/니 켈-크 

롬 산화물(FeCr204. NiFe204. NiCr204)동으로 분류활 수 있다. 부착. 

집적 오염은 원자력시설의 계통수 내의 crud가 재질에 부착된 것으로 아 

주 느슨한 형태로 오염되어 었다. 내부 성장부식 산화막중의 오염은 모재 

의 부식산화막 속으로 방사성 핵종이 침투하여 형성된 것으로 고착성 오염 

을 이루고 있다. 침투성 오염은 모재의 미세공을 통하여 핵종이 침투해서 

형성된 것이다. 표면제염은 금속표면의 부식산화막내 오염파 모재에 침투 

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며 오염특성에 따라 화학적. 전기화학 

적 및 물리적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내부성장 부식산화막 중의 오염 부확.집격 오염 

급속모재 힘투오염 

그림 5.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오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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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제염기술6)-8) 

산화막 및 환원 등의 화학적인 반 특성에 따라 산화 및 금속모재의 H λ1 , -4 

반응은 산 갖는 화학제가 적용된다. 부식산화막과 모재를 용해시키는 

용해 및 산화적 용해가 있으며 이들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

깐T돋;;: 

용해，환원적 

산용해 반유 

(1) Fe203 + 6H+ • 2Fe3+ + 3H20 

(2) Fe304 + 8H+ • Fe2+ + 2Fe3+ + 4H2O 

용렘밭융 

Fe203 + 6H+ + 2e -(Red') • 2Fe2++ 3H20 

활윌절 

(3) 

(4) Fe304 + 8H+ + 2e (Red.) • 3Fe2++ 4H20 

(5) • Ni2+ +2Fe2+ + 4H20 NiFe204 + 8H+ + 2e -(Red.) 

산화적 용해반응 

(6) FeCr204 - 3e -(Oxid.) • FeO + CrOl 

• NiO + CrOl • (7) 

(8) 

NiCrz04 - 3e -(Oxid.) 

• Fe2+ Fe - 2e 

가장 보편적인 것은 

여 제염효과가 높은 

있다. 침수제염의 

리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침수제염의 선택적인 방법으로 

품형태로 만들어 제염용액의 

형태에 따라 따르나 

화학용액과의 계속 접촉이 가능하 

발생량이 많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황산-세리움 공정이 있으며 

및 크기 적용하는 방법은 폐기물의 

방법이다. 

2차 폐액의 

공정으로는 

침수제염 

편이나 

제염제를 화학적 

원 二l

화학제를 

복잡한 형상 

거 거품제염은 。1 느二 
M '-

/-, 될
 

용
 
을
 

처
「
 
랴3
 샘

 

대표적인 

있으나， 작고 /-‘ , 줄일 

금속표면에 제 

있다. 

외에 제염대상의 

염제가 포함된 겔을 뿌린 후 제거하는 방법의 겔 제염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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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 단점이 낮은 제염효과가 r'I 。
'd , 의 



Decontamination Regeneration 

” 
ι
 

니
 
” 

H+ 

그림 6. 방사성 오염금속의 재활용을 위한 황산-세리움 

화학제염 공정원리 

전형적인 제염제로는 nitric - hydrofluoric- oxalicacid, 비이온성세제， 

carboxymethycellulose, aluminum nitrate 등을 혼합한 용액이 있다. 겔제 

염법은 단순형태의 파이프 제염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2차 폐 

기물 발생량도 적은 장점이 있으나， 적용 절차가 복잡하고 복잡형상의 폐 

기물 제염에는 효과가 낮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화학제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금속폐기 

물의 재활용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염계수의 향상 및 2차 폐기물의 저감측면에서 계속 

적인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 전해제염기술9) 11) 

전해제염기술은 제염시킬 금속폐기물을 양극으로 하여 산화적으로 용해 

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금속표변에 형성된 부식산화막 층은 전도성 

이 있어 제염시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페인트 에폭시 (epoxy) 

- 138 -



등과 같은 비전도성의 도막이 금속표변에 덮여 있으면 제염이 잘 되지 않 

으므로 사전에 이와 같은 도막을 제거시켜야 효과적인 제염을 기대할 수 

있다. 표면금속이 용해되는 전해연마 반응은 (8)식과 같다. 

전해제염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시간내에 무구속방출( unrestricted 

release) 허용 기준치 이하까지 오염준위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전해제염에 사용되는 전해액의 종류는 인산， 황산， 질산과 같은 무기산 

전해액， Acetylacetone, 구연산， 옥살산 또는 이들 약품의 혼합액의 유기산 

전해액 그리고 황산나트륨 질산나트륨의 중성염 용액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해제염 조건의 선택은 주어진 제염 대상물에 따라서 제염목적， 2차 폐 

액의 처리 및 처분비용에 대한 경제성 및 2차 폐기물의 특성에 부여되는 

제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전해제염의 공정변수로는 전류밀도， 전해액 농도， 전해액 pH, 온도， 처리 

시간 등이며 제염 대상물인 오염된 금속의 재료， 오염상태(오염원의 종류， 

산화피막의 형태 및 두께 등)에 따라 기존의 제염시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정변수를 적절히 조합하여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펼요하다. 

라. 물리적 제염기술12)→ 13) 

방사성 오염금속을 제염하는 기술중 가장 오랫 동안 활용되어 온 기술이 

다. 원리가 간단하고 활용성이 다양하나 제염계수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오염준위가 낮고 표면 부착성이 약한 경우에는 물리제염방법이 간편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금속폐기물 재활용 

기술로서 물리적 제염방법의 적용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제염 

방법과 병행하여 활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표적인 물리제염기술별 특 

성을 표 5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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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1) ， 14) 마.용융제염 

않아 잔 형상이 

경우가 많다. 금속의 용융은 방사능을 금 

일정하지 기하학적 금속편이 공정에서 제염된 표면제염 

계측 평가가 어려운 방사능의 E프 

ìT 

해주고 

물질이 Cs과 같 

용융에 의해 

있게 까‘ 
T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방사성 

우라늄 및 플루토늄과 같이 산화성인 경우 

있다.용융제염의 

계측할 잔류방사능을 절대 분포시켜 

재활용성 평가의 

이 휘발성이거나， 

금속과 쉽게 분리할 수도 

균일하게 전체에 λ、
{ 

-, 

유도로와 전기 아크 

물질이 

로
 용

 로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일반 금속용융과는 달리 방사성 

어 있기 때문에 용융시 배기체에 대한 엄격한 제어가 필요하고 HEPA 필 

포함되 

금속폐기물의 이용한 방사성 요구된다. 용융로를 조작이 스크러빙 01 

* 터 

소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및 재활용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제염 

특성 비교 

제염기술 적용방법 
제염 

부속설비 
2차 

비고 
계수 폐기물 

고압수분사 
100-300 

-10 고압분사기 
세정 단순형태 

Kg 폐액 제염 

모래， 

건식 
Steel -10;) 배기처리 연마재， 폐기물처리 
grid 설비 필터 용이 

연마재분사 

블라스팅 연마재 + 용액여과 장치， 연마재 
해체전 

습식 -lOj 계통제염에 
용액 분사 연마재 분급기 슬러지 

도활용 

Dry Ice 탄산 
폐기물 

Ice -10ι 제빙기，분쇄기 발생량이 
분사 가A 

적음 

초음파 
10-100K 

-103 초음파 발진기， 정화 
Hz 액 정화장치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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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물리제염기술의 



바. 잔류방사능 계측 및 재활용평가 기술1)， 15) 

방사성 오염금속을 재활용하기 위한 최종 단계의 조작으로 제염되어진 

금속의 잔류 방사능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재활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게 된다. 방사능이란 방사성물질의 붕괴능력을 뜻하며 단위 시간당 붕 

괴를 일으키는 원자핵의 수를 말한다. 방사능의 표준단위로는 Bequerel 

(Bq)을 쓰며 lBq은 매 초당 붕괴 를 일 으키 는 방사능 즉， 1Bq 1 dps 

(disintegration per second) 이 다. 재 래 의 방사능 단위 인 1 Curie는 매 초 당 

3.7xl01O 개의 붕괴를 일으키는 방사능이다. 

방사능 측정이란 원자핵 붕괴시 방출되는 방사선 입자를 검출하여 그 붕 

괴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원리 측면에서는 방사 

능 측정은 간단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 및 그 에너 

지， 붕괴의 특성， 방사능의 강약에 따라 측정 방법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측정 대상의 붕괴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측정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 

방사능의 종류에는 알파 베타 및 감마 방사능이 있다. 대표적인 알파 방 

사성 동위원소는 우라늄과 풀루토늄을 들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은 입자 형태이며 날아가는 거리가 매우 짧은데 비해， 에 

너지는 방사선의 여러 종류중에서 가장 세다. 주로 3.5-7 MeV의 범위에 

있고， 특히 5-6 MeV 범위에 대부분 밀집되어 있어서 방사능 측정에는 에 

너지 분해능이 좋은 계측기가 요구되며 grid 부착 전리함이나 Si 반도체 

검출기가 주로 사용된다. 

베타 방사성 동위 원소는 스트론륨이나 세숨을 들 수 있는데 베타선은 

알파선보다는 에너지는 약하지만 투과력은 훨씬 세다. 또한 산란되기 쉬우 

며， 검출기 표면 부근에서 그 에너지의 일부를 잃어버린 후 산란에 의해 

다시 밖으로 뛰어 나오는 확률이 있다. 베타선이 산란되는 비율은 산란체 

의 원자번호와 비례하게 되므로 원자변호가 높은 재료는 검출기 재료로 적 

당하지 않다. Si 반도체 겸출기나 신틸레이션 검출기가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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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 방사능은 알파 및 베타 방사능 보다 투과력이 훨씬 센 것이 특징이 

며 에너지 세기는 알파선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발생 형태에 따라 넓은 범 

위에 존재한다. 이 사실은 방사능의 특성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을 이해해야 

올바른 분석이 

며 대표적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측기의 종류도 다양하 

검출기는 NaI 결정체를 이용한 신틸레이션 계수관과 Ge 및 

Si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VI. 결론 

원자력시설의 

하기 때문에 

해체시에는 일시에 방대한 양의 방사성 금속폐기물이 발생 

때， 재활용하 

필요한 과제라 할 '-'- 것은 환경 

적절한 처분장의 확보가 어려운 

친화성과 자원재활용의 경제성 

현실을 감안할 

측면에서 

.r‘ 
T 있다. 방사성 금속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및 잔류방사능 평가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전처리， 표변제염，용 

융제염 요구된다.현재는 세계적 

으로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재활용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대대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에서도 이에 대비한 재 

활용기술의 

할 것이다. 

신속한 확보와 재활용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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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8 

알루미늄 폐캔 쩨활용의 실제 

받혈균， 김준수， 이후인， 조영수*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자원쩨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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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알루미늄폐캔 재활용 현황 

알루미늄폐캔의 처리는 미국에서부터 활발히 시작되었다. 1차 오일쇼크 

이후 알루미늄지금 생산시 전력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에너지절감 관점에서 

1차지금 제련시 전력비의 10내지 20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는 알루미늄 스 

크랩의 재생지금 제조에 관섬을 기울였다. 이후 환경론자들이 환경보호 측 

면에서 캔류 제조 반대운동(일명 anti- litter movement)을 일으키고 입법을 

추진하자 알루미늄캔 제조업자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알루미늄폐캔 재활 

용 방안을 강구하여 식 음료용 알루미 늄폐 캔(UBC used beverage can)의 

재활용율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렸으며， 그 결과 알루미늄캔의 소비도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한다1) 이와같이 알루미늄폐캔은 중요한 재활용 자원 

이므로 알루미늄의 국내소요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 

장에서 알루미늄폐캔의 재활용율을 높혀야 하는 것은 자원재활용과 환경보 

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내 알루미늄폐캔의 년간 발생량은 알루미늄캔의 년간 생산량과 동일하 

다. 최근 몇년간 국내 음료용 캔 생산량은 다음 표 l과 같다. 폐캔의 발생 

량을 중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355ml 알루미늄캔은 개당 약 17g, 

250ml 2- piece 스틸캔은 개당 약 29g이므로 단위중량을 발생량에 곱해주 

면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음료용 알루미늄캔을 1992년에 6억8천5백만개 

(약 12，000톤)를 생산하였으며， 1996년에는 약 11억 3천만개 (19，200톤)를 생 

산하여 최근 4년 사이에 년평균 13%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2) 

이에따라 알루미늄폐캔의 발생량도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폐캔이 발생 

되는 장소는 크게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공공장소， 상업지역， 유통업체， 유 

원지 등으로 나눌수 있는 데 이에따라 폐캔의 회수경로가 달라진다. 아파 

트나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것은 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였으나 

1997년부터 도시지역에서는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를 담당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상업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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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식음료캔의 국내 생산량 (단위 : 백만개) 

Year 1985 1987 1989 1990 1991 1992 1996 

AI Can 154 275 507 528 650 658 1,130 

Steel Can 1.699 2.069 2.670 3.200 

부서와 민간수집업자가 주로 수거하고 있다. 또 유통업체에서 발생되는 것 

은 민간수집업자 또는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며 유원지 등에서 발생되는 것 

은 민간수집업자가 일부 수집하고 상당량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폐캔 처리업체 나름대로의 수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폐캔 회수율에 대한 통계는 한국자원연구소 

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몇군데와 자원재생공사 사업소 몇군데를 표본으 

로 선정하여 폐캔의 수거율을 조사하고， 몇가지 가정들을 세워 국내 알루 

미늄폐캔의 회수율을 약 31% 정도로 보고한 적이 있다3) 그간 국내에서 알 

루미늄캔의 소비량이 많아졌고 재활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어서 

현재는 폐캔 수거율도 조금 증가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알루미늄폐캔은 분리수거， 운반목적으로 캔부피 줄이기， 재생공장으로 운 

반， 철등 불순물 제거， 도료와 락카제거 및 용해단계를 거쳐 재생지금으로 

주조되고， 재생지금은 주조 및 가공공장으로 보내어 재활용되는 것이 세계 

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처리방법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캔 소재용으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수거된 많은 양의 폐캔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 도중에 상당한 양의 알루미늄 손실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 

라서， 폐캔의 예비처리에서부터 용해， 주조 및 최종용도에 맞는 성분조절방 

법과 같은 알루미늄폐캔 처리기술과 자동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 

우 아직까지는 폐캔의 예비처리나 용해시 성분조절을 통한 고품위 재생지 

금의 생산 또는 선별용해와 같은 방법은 적용되지 않았었다. 다만 폐캔 수 

거업자가 폐캔을 처리 후에 수요업체로 운반시 부피감소 목적과 스크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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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재생지금을 납품함으로써 생기는 부가가치를 높히기 위하여 알루미늄 

폐캔을 성분조절에 관계없이 일단 용해만 하여 재생지금 수요업체에 납품 

하였다. 알루미늄폐캔 재생지금은 주물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캔소재용 

으로 재활용되지는 않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통상산업부 및 환경부에서 입안한 자원재활 

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리싸이클링학회와 제관협회 등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알루미늄폐캔의 재활용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 

국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알루미늄 폐캔의 재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4，5) 그리고， 1995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기술 

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자원연구소와 폐캔 회수업체인 (주)석진이 

공동으로 알루미늄폐캔 처리용 파일롯트플랜트(pilot-plant) 설치에 관한 기 

술개발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였다. 기술개발결과 알루미늄폐캔을 효율적으 

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일관처리장치를 개발하였고， 연구결과를 실제조업에 

적용하여 캔소재용 재생 알루미늄합금 시험품을 제조하였으며， 기술개발결 

과를 참여기업에 이전하여 현재 양산가동을 위한 준비중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의 알루미늄폐캔 재활용 처리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 

고， 국내에서 기술개발한 폐캔처리 시스랩의 시운전 결과를 요약 발표함으 

로써 확립된 기술을 관련업체에 보급하고자 한다. 

ll. 미국의 알루마늄폐캔 처리 사례 

미국은 1990년에 알루미늄캔 880억개를 생산해서 이 중 60%의 폐캔을 

회수하였고， 최근 1995년에 62.2% , 1996년 63.5%로서 6) 1990년 이래로 알루 

미늄폐캔의 재활용율이 항상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LCOA, REYNOLD 사와 같은 캔소재 알루미늄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활발 

한 연구와 재활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약 1만여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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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A 한다. 있다고 담당하고 재활용을 수집과 통해 재활용센타를 

알루미늄판재 제조업 CAluminum Company of America) 사는 미국 굴지의 

있다. 공장을 운영하고 리싸이클링 알루미늄캔 몇군데의 체로서， 미국내에 

절에서는 Alcoa Can Recycling Center와 

ALCOA Smelting Plant 생산현장에서의 폐캔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소재한 Alcoa시에 테네시주 본 

l. Alcoa Can Recycling Center λ} 례 

Recycling Can Alcoa 위치한 Maryville에 。 l 二그 
'-' '-Alcoa시 테네시주 

인근 도시들에서 발생되는 알루미늄 폐 

Al 폐캔 수거방법은 시민들의 재 

폐캔 회수라는 이원적인 

및 Knoxville 등 

선별 장소이다. 이곳에서의 

분리수거 및 폐캔 수거업자에 의한 Al 

Center는 Alcoa시 

t:!.1 
^ 캔의 

활용 목적 

수거 

수거체제로 되어 있었다. 이 센터에서는 낱개로 회수된 알루미늄폐캔을 스 

비금속 불순물들과 분리하고， 선별한 Al 폐캔을 락카제거가 잘 되 

도록 hammer mill을 사용하여 세편 C shredding)하였다. 파쇄된 폐캔 세편들 

다] 
;‘; 틸캔 

ALCOA Smelting Plant로 보내 어 용해 시 킴 으 

제조하였다. 알루미늄폐캔을 선별하여 세편기 

폐캔을 이송시키는 도중에 

로써 재생 알루미늄지금으로 

장입콘베이어로 이송시키는 방법은， conveyor로 

인근의 이용하여 .iL E 21 Q 
- -,2. 

압축공기를 불어서 (이것을 air knife라고 함) 무게가 가벼운 Al 폐캔을 스 

있었다. 비금속들로부터 선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01 
^ 틸캔 

2. ALCOA Smelting Plant 사 례 

하나로서 용해공장중 알루미늄 ALCOAλ}의 ALCOA Smelting Plant는 

캔 있다. 이 

용 압연판재로서 생산량은 200，000톤/년 이며， 종업원수는 약 2，800명이었 

다. Al 폐캔 예비처리 생산라인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 개 생산라인의 

01 

^ 생산품목은 Al 재생지금 요
 

주
 

1 공장의 Alcoa시 에 위 치 하고 

= T 

요장비 는 impact crusher, magnetic separator, hammer mill , delacqu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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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mace 각 1대 및 2대의 용해용 반사로로 구성되었다. 

이 공장에서의 알루미늄폐캔 처리공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락카제거용 장치는 rotary kiln 대신에 conveyor가 설치된 tunnel 

type fumac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양의 폐캔을 처리할 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락카제거시 열원으로는 hot air를 사용하고， 노내 온도 

는 510 oC로 유지한다고 하였다. 용해방법은 예비처리된 폐캔 세편을 반사 

로에서 용해하고 용탕을 대형 래들에서 받은 다음， 별도장소에 마련된 주 

조실에서 잉곳트로 주조하였다. 용해로에서는 천연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 

였다. 또한 반사로에서 용탕을 래들Oadle)에 붓기 전에 알루미늄드로스를 

갈퀴장치로 걷어내며， 드로스는 주로 매립한다고 하였다. 

| UBC Bale | • | Impact Crushing | • 1 짧앓짧;n | • I Shredding 

| Al Ingot | • | -
때
 

-

• 

-
聊

-

-
리
 -

-D 

-
←딴lting 

그림 1. 미국 ALCOA사의 알루미늄폐캔 처리 공정도 

ffi. 일본의 알루마늄폐캔 처라 사례 

최근 일본의 알루미늄캔 재활용산업은 식음료회사와 제관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알루미늄캔 리싸이클 

협회를 결성하여 알루미늄캔 재활용에 대한 목표설정과 홍보 및 회원사들 

간의 역할분담과 협조를 통해서 알루미늄캔 재활용을 주도하고 있다. 일 

본알루미늄캔 리싸이클협회 발표에 따르면7) 최근 수년간의 일본내 알루미 

늄캔 소비량은 년평균 약 16.7%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폐캔의 재활 

용율은 1990년대 초에는 43% 수준이었으나 1994년부터는 60% 이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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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1995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캔소비량은 

264，655톤(약 159억개)이었으며 폐캔 재활용율은 65.7%로 발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일본 三쫓*서(짜) 계열업체에서의 알루미늄폐캔 재활용 처 

리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三쫓커깅材(t'~)는 소재제조업체로서 알루미늄캔 

에 관련해서는 알루미늄 판재를 입수하여 캔으로 제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三쫓꿇材(林)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계열사로 알루미늄폐 

회수하고 예비처리하는 (林)新쫓알루미늄캔회수센터， 폐캔을 용해하 

고 알루미늄드로스를 처리하는 大手金屬(妹) 및 알루미늄 재생지금을 재 

캔을 

알루미늄 판재로 

입수에서부터 소재 

구축하고 

용해하여 

늄캔의 

압연하는 三쫓알루미늄(妹)와 연계하여 알루미 

캔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일관 재활용 시스 

미쓰비시계열사의 알루미늄캔 재활용과정 템을 있다. 이와같은 

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珠)新쫓 수거조직 회수업자 •-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珠)新쫓 알루미늄캔 리싸이큼령센터 : 폐캔 수거， 선별， 파쇄 

大手金屬(快) 富土工場 : 탈락카， 용해， 주조 
Al드로스 처리 

쫓암루미 늄u朱) : 판재 압연 

三쫓素材(洙) : 알루미늄캔 제관 

新쫓 압루미늄캔 판매(주) 

음료메이커 : 캔류 식음료제품 

→소브l즈L: 폐 캔발생 및 재 활용 

그림 2. 일본 미쓰비시소재 계열사의 알루미늄폐캔 처리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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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珠)新쫓(Shinryo) 알루미늄캔회수센터는 알루미늄폐캔 회수와 전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이며 연관업체인 大手(Ote) 金屬(洙)은 

富士공장에서 알루미늄폐캔을 전문적으로 용해하여 압연용 재생알루미늄 

빌렛 (billet)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珠)新쫓알루미늄캔회수센터는 본사와 

關東工場 , 近離工場， 中京工場， 海老名工場 및 九州事務所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관동동장이 제일 규모가 크다. 일본내 알루미늄캔 소비량 

은 1995년 기준하여 약 26만톤(약 160억개)이며， 이 중 65%인 17만톤이 

회수되고 있는데， (械)三쫓素材 계열에서는 이 중 19%에 해당하는 32,000 

톤의 알루미늄폐캔을 회수 처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약 60%에 해 

당되는 양을 (妹)新奏알루미늄캔회수센터의 關東工場에서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妹)新쫓알루미늄캔회수센터 關東工場과 大手金屬(妹) 富士工場

에서의 알루미늄폐캔 처리사례를 간략 소개한다. 

1. 新쫓알루미늄캔 회수센터 關東工場

일본 神奈川戀 足炳上郵에 소재하고 있는 (妹)新養 알루미늄캔 리싸이클 

링센터 關東(Kanto) I場은 주력공장으로서 년간 약 20，000톤의 알루미늄 

폐캔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공장의 알루미늄폐캔 처리양은 일본전체에서 

수거되는 알루미늄폐캔의 약 12%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 공장에서는 알루 

미늄폐캔 더미 (bale) 만을 처리한다. 알루미늄폐캔 더미는 소비자가 발생 

시킨 알루미늄폐캔을 운반의 용이를 위해 압착시킨 더미와 제관공장에서 

알루미늄캔 제조시 발생된 스크랩을 프레스로 압축시킨 두가지이다. 여기 

서 주요 조업은 impact breaker를 사용하여 알루미늄폐캔 더미를 와해하 

는 공정， 알루미늄폐캔 중의 스틸 성분을 분리하는 자력선별 공정 및 탈 

락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편 공정이며， 이와같이 예비처리된 알루미 

늄 폐캔 세편들은 저장탱크에 보관되었다가 트럭에 의해 용해공장인 大手

金屬 富土I場으로 이송된다. 주요공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3과 같 

다. 각 공정간의 시료들은 벨트콘베이어에 의해 자동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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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bale |→關→| 자력선별 |→터핍→! 저장 및 。않 | 

그림 3. 일본 신료 재활용센타 관동공장의 알루미늄폐캔 처리 공정도 

2. 大手金屬 富士工楊에서의 알루미늄폐캔 용해 사례 

일본 靜間縣 握野市 茶細 3짧地에 위치하고 있는 大手金屬 富士工場은 

년산 40만톤 규모의 알루미늄 스크랩 용해공장이다. 이 공장의 알루미늄 

폐캔 처리공정은 알루미늄폐캔 세편의 탈락차공정， 용해， 주조 공정이었으 

며 시료 이송은 용해 전에는 screen conveyor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용해 

후 주조 전에는 용탕유로(runner)를 통해서 중량 750kg 빌렛 (billet)으로 

주조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알루미늄캔 세편시료와 제관업체 등 알루미늄 가공공장 

에서 발생된 스크랩 더미 (bale)를 용해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원료 

에 따라 처리공정이 다소 달라지게 된다. 세편한 알루미늄캔의 시료이송 

은 콘베이어를 통해서 탈락카 공정으로 이송되고， 스크랩더미의 경우는 

포크리프트를 사용하여 용해로에 바로 장입된다. 폐캔시료의 탈락카공정 

에서는 rotary kiln을 사용하여 530 oc에서 산소농도 7%의 조건에서 처리 

하여 캔에 도포된 도료와 페인트를 가열 제거시킨다. 그리고 발생된 탄소 

성분 가스는 LPG를 사용하여 2차 연소시킴으로서 탈락카의 열원으로 이 

용함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올리고 있다. 또한 

탈락카과정중 발생된 분진은 cyclone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제거한다. 탈락 

카된 세편은 screen conveyor를 통해서 용해로 입구로 이송시킨 다음， 압 

축공기를 사용하여 세편 시료를 용해로 장입구로 투입하여 자체 설계제작 

한 15톤 용량의 前爛式 J:i.射爛에서 용해시킨다. 주로 750kg 짜리 캔소재 

용 대형 빌렛과 제강용탈산제 및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괴로 주조된다. 

로의 용해온도는 시료 장입구가 8000 C, 노 분위기온도 1 ，2000C였으며， 열 

원으로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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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예 t:!1 
:;>Ç 건설 알루미늄폐캔 파얼롯트플랜트 N. 국내 

장치 개요 ql 
^ l. 공정 

알 (주)석진과 공동으로 

루미늄폐캔 처리 파일롯트플랜트의 공정도는 그림 4와 같다8) 

각 공청별 사용장비를 공정도상에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shredding 

알루미늄폐캔(UBC)을 잘게 부수는 공정으로서 세편공정이라고 한다. 

공정인 락카제거공정에서 캔 내부에 칠해진 락카를 빨리 제거시키 

목적이다. 세편기는 크게 충격식과 전단식 및 조합형으로 나눌 수 

여기서는 전단식세편기를 채택하였다. 세편 후에는 

설치하여 먼지 등 비금속개재물들을 분리 제거시켰다. 

세편 후 스틸캔류 둥 철편의 제거는 그림 4의 1차 자력 

완료된다. 1차자력선별기는 시료가 이송되는 자선기 

자석판(suspended magnet)이 철편을 분리시키고 

vibrating 

건설한 설계하여 한국자원연구소(KIGAM)에서 

대부분 

고무콘베이어 

이는 뒷 

기 위한 

있는데， 

screen을 

알루미늄폐캔을 

선별공정에서 

은
 

위에서 의 

시료가 이송콘베이어로 떨어지는 부위에 자석드럼 (magnet drum)을 고무벨 

못한 철편을 제거시킬 수 분리시키지 트 아래에 설치하여 자석판에서 미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에서 delacquering 공정은 세편을 가열하여 폐캔내부 

로타리킬른(rotaη kiln: 

R/K)을 사용하였다 로타리킬른의 열원으로는 온풍， 경유， 가스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온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공정으로서 제거시키는 도장을 락카와 외부의 의 

이용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미국 ALCOA 폐캔처리공장과 같이 대용량의 

폐캔을 처리하는 경우 온풍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폐열을 

..2.. 
'-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온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장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로타리킬른 

대신에 폐쇄형 스크린콘베이어 위에 세편시료를 이송시키고 스크린의 밑에 

온풍을 불어넣어 락카제거를 수행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 

풍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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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Bale 

Yibrating Screen --+ ~on-Met . Contaminant 
Conveyor 

Separationl Magnetic Drum & Suspended 염parator 

Conveyor & ~teel Shreds 
Vibrating Feeder 

區t C。파핍~ IScru값굶1 

Vibrating Screen , Conveyor & Feeder 

IMe1tingl Reverberatory Fce. , Stirring Equip. , Batch-Type 

~---------- Runner 

꾀피ing & Alloyingl Reverberatory Type 

+----------- Runner 

짧뭘 Casting MlC 

AI-Alloy 

그림 4. 한국자원연구소의 알루미늄폐캔 처리 공정도 

그러나， 이 파일롯트플랜트의 경우에는 폐캔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장치투자비용을 감안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로타리킬른 방식을 채택하였다. 

열원으로서 가스를 채택한 것은 용해로의 열원이 프로판가스이므로 같은 

유형의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락카제거 후 용해로 

에 세편시료가 이송되기 전에 콘베이어 위에 자석판을 설치하여 2차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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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분리 제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세편과 락카제거를 마친 알루미늄폐캔은 

합금으로 주조하게 된다. 알루미늄폐캔은 

때문에 용해시 산화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 침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용해로의 

용해로 두가지를 고려하였는데， 외국의 

장입구가 분리되어 있는 정치식반사로를 

로이면서 연속조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형성시켜 둔 다음， 

떨어뜨리고 시료 장입구에서는 

침지시킨다. 폐캔 시료가 1톤이 

폐캔 장입량 만큼만 저장로에 

다음 연속주조기에서 5kg 용량의 잉곳트로 주 

출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이 

재활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 

위하여 용탕을 저장로로 이송시킨 다음 

캔소재용 재생알루미늄으로 제조할 수 있 

용탕에 

용해하여 재생 

부피에 비해서 

시료가 장입되면 용탕으로 빨 

선정에는 정치식반사로와 회전식 

참고하여 노 본체와 시료 

채택하였다. 이 로의 특징은 반사 

것이다. 노 본체 내부에 항상 5 

콘베이어를 통해서 

알루미늄지금 또 

질량이 작기 

를
 

。T 경
 

'-'-

노의 

이용 

폐캔을 

교반장치를 

장입되었으면 

양씩 

용탕에 

알루미늄용탕을 

시료장입구에 

하여 장입된 

노의 

일정한 

시료를 

톤의 

옮기고， 저장로 

후에는 can-to-can으로의 

부가가치를 높히기 

첨가하여 

합금성분이 있도록 침지식 까‘ 
T 고루 섞일 

에서 용탕의 성분을 조절한 

조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한 번의 

다. 폐캔을 용해 

고， 재생지금의 

저장로에서 합금원소를 

도록 하였다. 저장로에는 

교반장치를 설치하였다. 

열어 용탕을 출탕구를 

설치 

KIGAM에서 기술개발한 알루미늄폐캔 연속 처리용 파일롯트플랜트는 경 

기도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 438- 1번지에 

2. KIGAM UBC 파일롯트플랜트의 

안성공장에 설 

치하였다. 파일롯트플랜트의 배치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이 파일롯트플랜트는 일일 10시간 기준하여 약 6톤의 알루미늄폐캔을 처 

소재한 (주)석진의 

주요장 

있는 규모이다. 파일롯트플랜트 부지는 배치도 도변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길이 33m, 폭 15m, 높이 12m 크기이다. 파일롯트플랜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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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의 공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재료의 이동거리를 가급적 줄여야 하며 조업상의 안전공간을 확보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배치도에는 파일롯트플랜트의 주요장비 

들과 장치들간의 콘베이어 시스템을 함께 나타내었다. 알루미늄폐캔 시료 

의 흐름은 전술한 공정도 그림 4와 같고， 주요장치들은 파일롯트폴랜트의 

부지사정을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배치하였다. 

폐캔더미 시료의 장입은 건물밖 야적장에서부터 세편기까지 콘베이어를 

통해서 이송된다. 또， 세편기에서부터 일차 vibrating screen, 이물질을 분 

리하기 위한 작업대， 일차자력선별기， 호퍼， 로타리킬른， 이차 vibrating 

screen을 거쳐 용해로까지 콘베이어를 통해서 시료가 이송되는 과정을 그 

림 상에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일차 vibrating screen과 작업대에는 와해가 

잘 안된 세편들을 다시 세편기로 이송시키는 역방향 콘베이어가 설치되었 

고， 자력선별기에는 분리된 스틸캔을 야적장으로 보내는 콘베이어가 설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용해로에서부터 저장로， 주조기까지 용탕 

의 흐름은 runner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용해로에서는 r왜e를 사용하여 노 

내 드로스를 걷어낸 다음 cart를 이용하여 드로스를 밖으로 이송시킨다. 또 

한 로타리킬른， 용해로 및 저장로는 배기가스 duct와 연결되어 각 장치에 

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의 먼지를 bag filter에서 포집하고， 가스는 열교환 

기와 scrubber를 거쳐서 대기중으로 방출된다. 배기관은 배치도 상에서 굵 

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3. UBC 파일롯트플랜트 시운전결과 

파일롯트플랜트 전체 공정의 시운전에 사용한 알루미늄폐캔 시료는 직경 

50cm, 높이 30- 60cm 크기의 알루미늄폐캔 더미로서， 총 중량은 1톤이었다. 

이 알루미늄폐캔 더미 시료에는 약 2wt.%의 철캔이 혼합되어 있었다. 본 

파일롯트플랜트 시험에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알루미늄합금이 캔몸체 소재 

인 AI- 3004 재생합금이기 때문에 저장로에서 알루미늄폐캔 용탕에 Mg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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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000 

FACTORY LAYOUT 

AL INGOT 

도를킹 

BAG FILTER & SCRUBBING SYST앉4 

~ 33.000 

IQQ호효정 CONVEYOR (SCREEN TYPE) 

v7777J CONVEYOR (HEAT RESISTANCE TYPE) 

띠I다JJJ CONVEYOR (GENERNAL TYPE) 

SHREDDER 

늘 

IN 
표크 

(AL CAN) 

OUT 

(STEEL) 

POWER PANEL 

그림 5. KIGAM 알루미늄폐캔 처리 파일롯트 플랜트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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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Al-20%Mn괴 qJ 
^ vlrgm 。}-~ul~ 。

2T'-'1 륨늘 첨가하여 용탕성분을 조절하였다. 

파일롯트플랜트 시험결과로서 투입한 시료 폐캔으로부터 재생알루미늄합금 

제조까지의 물질수지를 항목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UBC 시료 투입 · 알루미늄폐캔 더미 l톤 (l,OOOkg) 

- 여기에는 스틸캔 2%와 흙， 먼지， 수분등 혼입물이 상당량 함유됨. 

2) Shredder에서 장입시료의 처리량(연속 조업시) : 1,000kg 

3) Vibrating screen 에 서 흙，먼지 등 혼입물 분리 : 1,000kg 

- 세편시 캔 마개 tap의 유실과 먼지 등 불순물이 제거량: 약 20kg 

4) 1차 자력선별기에서 처리 량 : 980kg 

자력선별기에서의 철캔 분리량 : 20kg 

5) Rotary kiln에서 장입시료의 처리량 : 960kg 

Rotary kiln 에서 탈락카 및 도료제거 량 (약 l.5%) 약 15kg 

6) 2차 진동스크린에서 장입시료 처리량 : 945kg 

7) 용해로에서 시료 용해량 : 945kg 

드로스 발생량 약 10% : 약 95kg 

8) 저장로에서 용탕 처리량 : 850kg 

- 저장로에서 Al-3004를 제조용 Al- 20%Mn 첨가량 : 22kg 

용탕과 첨가제 합산량 : 872kg 

저장로에서 드로스 발생량 약 2% : 약 17kg 

- 주조기로의 이송량 : 약 855kg 

9) Ingot 주조기 에 서 시료 처리량 : 855kg 

주조시 드로스 발생량 약 1% : 9kg 

- 최종 알루미늄재생합금 생산량 : 846kg 

즉， 알루미늄폐캔 더미시료 1 ，000kg을 투입하여 Al- 3004 재 생 합금 846kg 

시험 제조할 /
T 있었다 

알루미늄폐캔으로부터 재생 

이와같은 결과로 보아 파일롯트플랜트 시험시 

알루미늄합금 제조시의 재생율은 85%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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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시험 제조한 Al-3004 재생합금의 성분은 표 2와 같이 성분규격 

치를 만족하였다. 

표 2. Al - 3004 재생 알루미늄 시험품의 화학조성 

Samp!내e늬~n Si Fe Mg Mn Cu Cr Zn A! 
(%) (%) (%) (%) (%) (%) (%) 

Test samp!e 0.03 0.37 1.12 1.11 0.001 0.002 0.005 

A!-3004 <0.3 <0.7 0.8- 1.3 1.0- 1.5 <0.25 <0.25 
(standard) 

v. 맺음말 

알루미늄폐캔은 중요한 재활용 자원이므로 이의 재활용율을 높혀야 하는 

것은 에너지와 자원절감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알루 

미늄폐캔의 재활용 현황과 미국 및 일본의 알루미늄폐캔 처리업체에서 폐 

캔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자 

원재활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자원연구소와 (주)석진이 공 

동으로 설치한 파일롯트플랜트의 공정과 시운전결과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파일롯트플랜트 시험의 기술개발결과는 참여기업에 이전하여 현재 조업생 

산 준비중에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자동이송장치를 갖춘 알루미늄폐캔 전 

문 처리공장이 생겼으므로， 이는 국내 자원재활용산업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공장을 전국의 주요 거점지에 몇 개 더 건설 

함으로서 기술개발결과를 공공기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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